
KAERI/RR-2195/2001

방사성 액체폐기물 처리용 막분리 

신공정 개발

Development of Advanced Membrane Process 
for Treatment of Radioactive Liquid Wastes

한 국 원 자 력 연 구 소

KAERI



- i -

제   출   문

한국원자력연구소장 귀하

본 보고서를 “ ”에 관한 연구결과 보고

서로 제출합니다.

                                                            2002. 1.

                               과  제  명 : 방사성 액체폐기물 처리용 막분리
                                               신공정 개발

                                  연구책임자 :  이  근  우

                                  참  여  자 :  최  왕  규,  이  재  원   

                                                정  경  환

                                                      

                                                





- iii -

요     약     문

Ⅰ. 제  목

     방사성 액체폐기물 처리용 막분리 신공정 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국내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는 대부분 증발농축에 의해서 모든 핵종과 염

을 일괄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증발기의 조업시에는 폐액내 존재하는 여러

종류의 무기 및 유기물, 콜로이드 물질 등으로 인하여 막힘, 거품, 비말동

반, 스케일 등의 문제점이 자주 발생하여 제염계수 및 감용율이 저하된다.  

또한 고순도 폐액이나 1차순환계통의 정제공정으로 여과와 이온교환 공정이 

운 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운전실적에 의하면 계통내 코발트 수산화물과 

같은 여러 가지 미세입자에 의해서 이온교환 공정의 성능이 저하되어 폐수

지의 발생량이 증가되고 있다. 따라서 보다 엄격해지고 있는 환경방출규제

요건을 만족하고 고감용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공정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기존의 증발농축기나 이온교환공정을 대체하는 기술로써 역삼투막, 

한외여과막 및 정 여과막과 같은 막분리 기술을 활용하여 방사성폐액을 처

리하는 공정이 폭넓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폐수처리에 있어서 막분리 공

정의 적용시 가장 큰 문제점은 운전시간 경과에 따라 막투과 Flux의 점진적

으로 감소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용질의 농도분극화와 막표면 및 

기공 내에 용질의 흡착(fouling)에 의한 것으로 기존의 상용화된 막분리공

정을 방사성 폐액에 적용시 fouling 및 농축제한성으로 인한 성능저하로 제

한적으로만 활용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핵연료주기나 발전소로부터 발생되는 방사성 폐액 처리를 

위한 막분리 공정 개발을 목표로 하 으며, 이 기술은 방사성 핵종과 미립

자(에멀젼)를 동시에 제거할 수 있고 막의 fouling을 저감화할 수 있는 막

표면 개질 기술과 표면개질된 막의 전기여과막 묘듈과 공정을 개발하는 것

으로 대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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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1. 정 여과막(MF)의 표면개질 기술

    ◦ MF막의 친수화 재료 및 이온결합용 킬레이트제에 대한 기술현황을 

조사하 으며, 폴리플로필렌막의 표면개질제로 AAc, HEMA, SSS를 사용

하여 용매, 농도, 조사량, 반응시간 등 그라프트 조건에 따른 향을 

조사하여 표면개질 조건을 도출하 고, 나일론막에 대해서 AAc와 가교

제인 EGDMA의 공중합 조건을 도출하 음.

    ◦ 개질막의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접촉각, SEM, FTIR-ATR, 인장강도 및 

연신율을 측정하여 개질막의 건전성을 평가하 고, 물투과 유속, 이온교환 

용량 및 핵종별 결합용량 등을 측정하여 개질막의 성능을 평가하 음. 

    ◦ 친수화 개질막을 사용하여 오일에멀젼 용액을 십자형 흐름공정에 의해서 

여과시 오일에멀젼 농도, 조업압력에 따른 공정성능평가를 하 음.

   2. 전기여과막 기술

    ◦ 전기적 막분리공정에서 막투과유속에 작용하는 주 인자인 전기장 강

도, 유속, 압력 등의 조업변수에 대한 향을 평가하여 fouling억제

조건을 도출하 음.

    ◦ 전기적 평판형 막모듈을 이용하여 오일에멀젼 및 세척제 함유 폐액의 

공정 적용성을 평가하 음.

Ⅳ. 연구개발결과

  1. 정 여과막의 표면개질 및 성능 평가

   가. 표면 개질 기술

     소수성 PP막에 친수성인 HEMA 및 AAc를 도입할 수 있는 최적 그라프트

조건을 도출하 으며 1000 ppm 오일에멀젼 용액을 유속 42 L/h, 조업압력 

30 psi로 하여 시간에 따른 플럭스를 측정한 결과 HEMA-g-PP막은 순수 PP막 

보다 평균 2.5배의 막 오염이 저감효과를 보 다. 또란 친화된 PP막에 관능

기인 SSS의 최적 그라프트 조건을 얻었으며 Cs 및 Co의 흡착용량은 각각 

1.63 및 2.07 mmol/g dry membrane로 상용의 이온교환수지나 Nafion막의 이

온교환용량(1 meq/g dry membrane)보다 훨씬더 높은 흡착량을 보 다. 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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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나일론 막에 관능기인 AAc와 가교제인 EGDMA를 동시에 그라프트 공중

합을 하여 막투과 유속이 pH 변화에 변하지 않는 중합조건을 확립할 수 있

었으며 이온교환용량은 3 meq/g dry membrane 이상으로 매우 높았다. 방사성 

핵종으로는 Co와 Cs 이온(50 ppm), 에멀젼으로는 2.0㎛ 이하의 오일에멀젼

(250 ppm) 용액을 제조하여 SSS-g-(AAc-g-PP)막에 의한 제거한 결과에 의하

면 그라프트율의 증가에 따라 핵종의 제거효율은 증가하여 그라프트율이 약 

90%인 경우 Co와 Cs 모두 90% 이상의 제거율을 보 으며 에멀젼의 경우 모

든 그라프트 조건에서 99%이상의 제거성능을 보 다.

     나.오일에멀젼의 분리특성  

       관형의 소수성 PP막을 방사선 전조사 방법에 의해서 친수성 모노머

인 HEMA를 이용하여 개질시키고, 개질막을 이용하여 오일에멀젼 용액을 십

자형 흐름 공정에 의한 정 여과시 오일 에멀젼 농도, 계면활성제 농도 및 

조업압력에 따라 막투과속도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 다. 또한 그라프트율

과 오일 에멀젼의 농도에 따른 막오염현상을 SBM과 CFM을 적용하여 평가하

다. 개질막에 따른 물투과 속도는 130% 그라프트율에서 최대 투과속도를 

나타내었다. 오일 에멀젼 용액의 투과속도는 조업초기 30분 이내에 급격히 

감소하 으며, 그라프트율과 압력이 증가 할수록 초기 투과속도의 감소율은 

더 크게 나타내었다. 계면활성제를 포함한 오일 에멀젼 용액의 막투과 속도

는 막의 표면 특성에 따라 매우 다른 결과를 나타내었다. 메탄올 처리한 본

래막은 SDS의 주입에 의해서 투과속도는 크게 증가하 으나  HEMA-g-PP막은 

에멀젼에 흡착하지 못한 계면활성제 분자가 막표면 및 세공내에 그라프트된 

HEMA와의 상호작용에 의한 오염이 야기되어 투과속도가 크게 감소됨을 알 

수 있었다. 막오염 현상을 평가한 결과 그라프트율이 증가함에 따라 내부오

염이 더 오랜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오일농도가 증가할수록 내부오염에서 

외부오염으로의 전환이 더 빨리 일어남을 알 수 있었다.

  2. 전기여과막 기술 

    기존의 상용화된 막여과의 단점인 막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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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막 표면의 개질과 함께 본 연구에서는 외부 전기장을 가해주는 전기화학

적 막모듈을 사용한 오일에멀젼의 분리 실험을 통해 막 오염 문제를 현저히 개

선하는 전기여과 기술을 확보하 으며, 오일 에멀젼의 분리 시 기존의 상용화된 

여과막 공정보다 약 10배의 플럭스 증대효과를 보이는 결과를 얻었다.

  또한 기존의 막여과 공정에 비해서는 전기적 여과가 매우 효과적이라 할

지라도 표면개질 처리하지 않은 PP 정 여과막에 의한 오일 함유 폐액의 처

리 시 오일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막 오염을 저감시키는데 한계가 있어 

외부 전기장을 가해주더라도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여과막의 오염으로 투

과플럭스가 급격히 감소되는 경향을 보여주었지만 HEMA로 표면 개질한 PP 

정 여과막을 사용는 경우에는 막의 오염이 현저하게 감소하게 되어 막분리 

성능이 향상됨으로써 비교적 고 농도의 오일 함유 폐랙의 처리에 적용이 가

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막표면 개질 기술은 방사성폐액 처리 및 일반산업

폐수 처리를 위해 기존의 막분리 공정의 적용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막의 fouling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까지 외국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막의 친

수화 기술 개발의 기본 기술로 활용될 수 있다.

  막표면 개질기술과 전기여과막의 결합공정은 방사성 미세입자(SS) 뿐만아

니라 이온성 핵종을 동시에 제거할 수 있어 입자 등을 제거하기 위한 전처

리 공정이 요구되지 않고 2차폐기물의 발생이 거의 없다. 또한 기존의 이온

교환이나 흡착공정보다 큰 결합(제거)용량을 갖는 등 장점이 있어 기존 처

리공정을 대체하거나 새로운 처리공정으로의 활용도가 매우 크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적용 및 실증시험을 수행하면 원자력발전소 

1차 순환 정화계통의 이온교환공정의 대체공정이나 전처리 공정으로 활용할 

뿐만아니라 소내 핵주기시설(TRIGA연구로 폐로, 변환시설 환경복원, 연구로 

핵연료 제조시설 등)로부터 발생하는 방사성 폐기물 처리공정으로 활용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또한 석유산업이나 화학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폐유

나 오폐수, 침출수 등 일반 산업폐수 처리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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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I. Project Title

    Development of Advanced Membrane Process for Treatment of 

Radioactive Liquid Wastes

II.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Most radioactive liquid wastes generated from nuclear 

installations have been processed using evaporation and ion exchanger 

while those have been identified as acceptable means of radwaste 

processing, the actual implementation of those technologies has in 

many situations resulted in operations that have been less desirable, 

because these methods can not effectively remove radwastes of wide 

varietry of soluble ions and suspended solids. As the regulation of 

environmental discharge becomes a criterion in the design of nuclear 

facilities, a more effective and reliable method for the treatment of 

radioactive wastes is of importance. 

   As an alternative method, the membrane processes are used to treat 

the radioactive liquid wastes at several nuclear facilities. However, 

the previous experiences with the membrane process for the radwaste 

treatment showed fouling of the membrane which rendered a decrease in 

the flux of the effluen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new membrane process for 

the treatment of the radioactive liquid wastes. Those were included 

the membrane surface modification technique and the development of the 

electrofiltration process for removing simultaneously the soluble 

nuclides and suspended solids, for reducing the membrane fou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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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s

 1.  Surface Modification Technology of Microfiltration  Membrane

     A study was investigated the state of the art technology for 

hydrophilation of polypropylene(PP) microfiltration membrane. Microporous 

hydrophobic PP membrane were modified by radiation-induced grafting  using 

hydrophilic monomers such as arylic acid(AAc), 2-hydroxyethyl methacrylate 

(HEMA) and styrenesulfonic acid(SSS). The effect of grafting conditions 

such as reaction time, tatal radiation dose, reation temperature, 

solvent composition and monomer concentration was investigated. Also, 

copolymeric condition of AAc and EGDMA for nylon membrane was studied.

  The structure of grafted PP membrane was examined by using FTIR-ATR 

spectroscopy, SEM and contact angle. The grafted membrane was 

characterized by measureing the water flux, the ion exchange capacity 

or the binding capacity of the metal ions. 

  A study on the permeation behavior of simulated waste water 

containing oil emulsion and characterization of membrane fouling was 

carried out in the crossflow membrane filtration process using 

capillary type polypropylene (PP) microfiltration membrane modified by 

radiation induced grafting of 2-hydroxymethyl methacrylate (HEMA). The 

effects of various parameters such as degree of graft, transmembrane 

pressure, crossflow velocity, and concentrations of oil and surfactant 

on the permeation flux were investigated.  

 2. Electrofiltration Technology

  ◦ Establishment of conditions for fouling prevention of membrane by 

evaluating the effects of operational parameters such as external 

electric field strength, crossflow velocity, transmembrane pressure, 

etc. on the permeate flux in electrical membrane separation process.

  ◦ Evaluation of an process applicability for oil emulsion wastes 

containing surfactant using parallel plate type electrofiltration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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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Results and Proposal for Application

 1.  Surface Modification Technology and Performance Evaluation of 

Microfiltration  Membrane

  1) Surface Modification Technology

     Optimum grafting condition for copolymerization of HEMA and AAc 

onto hydrophobic PP membrane was established from changing of solvent 

composition, monomer concentration, total dose rate, and reaction 

time. For HEMA-g-PP membrane, fouling test was carried out using 

1,000ppm oil emulsion solution at water flux of 42L/h and applied 

transmembrane pressure of 30psi. Permeation flux of HEMA-g-PP membrane 

was gradually declined with an increase of operation time, whereas 

original PP membrane was rapidly reduced in an early stage of 

operation. For steady-state operation, permeation water flux of 

HEMA-g-PP membrane was 2.5 fold higher than that of original PP 

membrane. Optimum condition for graft copolymerization of SSS onto 

hydrophilized PP membrane was obtained from changing of total dose 

rate and reaction temperature. Adsorption capacity of SSS-g-(AAc-g-PP) 

membrane was 1.63mmol/g dry membrane for Cs ion and 2.07mmol/g dry 

membrane for Co ion and higher than that of commercially produced 

ion-exchange resin and Nafion membrane (1.0meq/g dry membrane). 

Ion-exchange membrane of higher permeation water flux independent on 

pH was obtained from graft copolymerization of AAc and cross-linking 

agent (EGDMA) onto hydrophilic nylon membrane, showing ion-exchange 

capacity of higher than 3meq/g dry membrane. Performance test with 

SSS-g-(AAc-g-PP) membrane was carried out using the simulated liquid 

waste prepared with radioactive Co and Cs ions of 50ppm and oil 

emulsion (median particle diameter of around 2㎛) of 250ppm. Removal 

of radioactive Cs and Co form waste was increased with degree of 

grafting and higher than 90% from the membrane of degree of grafting 

of 90%. Oil emulsion of higher than 99% was rejected from graf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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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brane regardless of degree of grafting. 

  2) Separation Characterisrics of oil Emulsion

     Characteristics of the membrane fouling was evaluated using 

standard blocking model (SBM) and cake filtration model (CFM). With 

increasing the degree of graft and the transmembrane pressure, the 

flux which was reduced sharply within 30 minutes from the beginning of 

operation increased significantly, while the flux decline in the early 

stage of operation was more prominent. By addition of sodium dodecyl 

sulfate (SDS) as a surfactant, the flux enhancement was obtained in 

the filtration using original PP membrane wetted with methanol, while 

the flux was greatly reduced with membrane modified with HEMA. Through 

the evaluation of membrane fouling during filtration, it was shown 

that the internal fouling was maintained for longer period with 

increasing the degree of graft and the conversion of internal fouling 

to external one occurred more rapidly with increasing the 

concentration of oil. 

 2. Electrofiltration Technology

    Electrofiltration technology as an alternative to solve the 

membrane fouling which is one of the disadvantages in conventional 

commercialized membrane filtration has been established through the 

experiments on the separation of oil emulsion using electrofiltration 

module applied external electric field. The membrane fouling was 

remarkedly suppressed by an external electric field. The permeate flux 

in electrofiltration of oil emulsion increased about 10 times more 

than that in conventional membrane filtration process without external 

electric field.

  Although the electrofiltration is far more effective than 

conventional membrane filtration processes, a limit in the re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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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membrane fouling was encountered and the permeate flux decreased 

rapidly with increasing the concentration of oil emulsion in the 

electrofiltration using as received PP microfiltration membrane. The 

performance of electrofiltration, however, was so improved due to the 

retardation of membrane fouling by using surface modified PP membrane 

grafted with HEMA that it may be applicable to the treatment of liquid 

wastes containing relatively high concentration of oil emulsion.

V. Application Plan for the Research Results

   The results for membrane surface modification can be used as the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the hydrophilization technique for 

reducing the membrane fouling. Membrane surface modification/ 

electrofiltration hybrid process can be simultaneously removed the 

radioactive soluble ions and suspended solids. Especially, These 

capabilities enable those technologies to be used to meet the 

requirements for higher separation efficiency and volume reduction in 

radwaste treatment system. 

  New technology or an alternative process for the treatment of 

radioactive liquid wastes was successfully suggested and the 

feasibility of its application was verified. On the basis of this 

results, if an active test is carried out, these technologies would be 

effectively applicable as a pretreatment step or an alterrnative 

process of existed treatment technique such as evaporation or ion 

exchanger. Also, this technology can be used for the treatment process 

of industrial wastes such as spent oil, leaching and sanitary sew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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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원자력시설의 운 시에는 물리화학적/방사능적 특성이 다양한 방사성 액체

폐기물이 발생된다. 이러한 폐기물의 대부분은 방사성 핵종뿐만아니라 유․

무기염이나 콜로이드 등 여러 가지 화학제가 동시에 함유되어 있다. 현재 

이러한 폐기물의 처리는 대부분 증발농축에 의해서 모든 핵종과 염을 일괄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증발기의 조업시에는 폐액내 존재하는 여러종류의 

무기 및 유기물, 콜로이드 물질 등으로 인하여 막힘, 거품, 비말동반, 스케

일 등의 문제점이 자주 발생하여 제염계수 및 감용율이 저하된다.  또한 고

순도 폐액이나 1차순환계통의 정제공정으로 여과와 이온교환 공정이 운 되

고 있다. 지금까지의 운전실적에 의하면 계통내 코발트 수산화물과 같은 여

러 가지 미세입자에 의해서 이온교환 공정의 성능이 저하되어 폐수지의 발

생량이 증가되고 있다. 따라서 보다 엄격해지고 있는 환경방출규제요건을 

만족하고 고감용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공정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기존의 증발농축기나 이온교환공정을 대체하는 기술로써 역삼투막, 

한외여과막 및 정 여과막과 같은 막분리 기술을 활용하여 방사성폐액을 처

리하는 공정이 폭넓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폐수처리에 있어서 한외여과

막이나 정 여과막 공정의 적용시 가장 큰 문제점은 운전시간 경과에 따라 

막투과 Flux의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용질의 농도

분극화와 막표면 및 기공 내에 용질의 흡착(fouling)에 의한 것으로 막의 

형태 및 재질과 관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농도분극에 의한 fouling은 

공정의 운전조건변화에 의한 막표면 세척으로 대부분 제거될 수 있으나, 흡

착에 의한 fouling은 아주 짧은 시간에 비가역적으로 일어나 유량감소의 원

인이 된다. 일반적으로 용질의 흡착은 소수성막에 대해서 많이 일어나며 

Flux의 감소는 흡착된 용질의 양에 직접적인 향이 있다. 

  셀룰로오즈 아세테이트, PVA, PAN막과 같은 친수성막은 용질흡착율이 매

우 낮고, 소수성막보다 기공크기의 조절이 더 용이한 장점이 있으나 열적 

안정성에 약하고, 화학제 및 박테리아에 의한 저항이 약하다는 단점이 있

다. 그래서 상업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분리막은 열적 안정도, 

화학적 저항이 매우 우수한 특성을 갖는 낮은 표면에너지를 갖는 소수성 재

료(예, polypropylene γ = 29.5 mN/m, polyethylene terephthalate 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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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mN/m)로 만들어진다. 

  유기물에 의한 막표면 흡착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상업용 소수성 막의 

표면에 친수성 기를 도입하기 위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이 방법은 

친수성/소수성 막의 이점을 활용하는 것으로, 막의 표면만을 개질하기 때문

에 기계적 강도나 열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 기술은 막과 용

질과의 친화력을 감소시키거나 반발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막표면을 개질

하여 특성을 변화시켜야 한다. 막표면 친수화 기술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구개발되고 있으나, 최근에는 플라즈마나 고 에너지의 감마선, 전자선 등

을 이용하여 고분자 막의 표면에 라디칼을 형성하여 친수성 작용기를 가지

는 모노머를 그라프트 중합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친수

성 모노머를 화학적으로 고분자와 중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구적인 친수

화가 가능하고 고 에너지를 이용하는 방사선 조사의 경우 막의 표면뿐만 아

니라 내부까지도 그라프트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기존의 막분리 공정에 전기장을 도입하여 막의 fouling을 감소시키는 

전기여과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이 기술은 전기 동의 원리

를 이용하는 것으로 전기장은 하전된 입자의 진행방향에 향을 미침으로써 

입자가 막표면 침적에 의한 막의 오염을 감소시키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핵연료주기나 발전소로부터 발생되는 방사성 폐액 처리를 

위한 막분리 공정 개발을 목표로 하 으며, 이 기술은 방사성 핵종과 미립

자(에멀젼)를 동시에 제거할 수 있고 막의 fouling을 저감화할 수 있는 막

표면 개질 기술과 표면개질된 막의 전기여과막 묘듈과 공정을 개발하는 것

으로 대별된다.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 여과막(MF)의 친수화 및 관능화 조건정립

    - MF막의 친수화 재료 및 이온결합용 킬레이트제에 대한 기술현황을 조

사하 으며, 폴리플로필렌막의 표면개질제로 AAc, HEMA, SSS를 사용하

여 용매, 농도, 조사량, 반응시간 등 그라프트 조건에 따른 향을 조사

하여 표면개질 조건을 도출하 고, 나일론막에 대해서 AAc와 가교제인 

EGDMA의 공중합 조건을 도출함. 

    - 개질막의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접촉각, SEM, FTIR-ATR, 인장강도 및 

연신율, streaming potential을 측정하여 개질막의 건전성을 평가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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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수화/관능화 막의 성능비교 및 공정성능 평가

    - 물투과 유속, 이온교환 용량 및 핵종별 결합용량 등을 측정하여 개질막의 성능을 

평가하 음. 

    - 친수화 개질막을 사용하여 오일에멀젼 용액을 십자형 흐름공정에 의해서 

여과시 오일에멀젼 농도, 조업압력에 따른 공정성능평가를 하 음.

  ○ 전기여과막의 fouling억제 조건 확립

    - 전기화학적 막분리공정에서 막투과유속에 작용하는 주 인자인 전기장 

강도, 유속, 압력 등의 조업변수에 대한 향을 평가하여 fouling억

제조건을 도출하 음.

    - 전기화학적 평판형 막모듈을 이용하여 오일에멀젼 및 세척제 함유 폐액

의 공정 적용성을 평가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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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 개발 현황

제 1 절 막표면 개질 기술

1. 서 문

   분리막은 세공크기에 따라서 정 여과막 (MF, Microfiltration), 한외여

과막 (UF, Ultrafiltration), 나노막 (NF, Nanofiltration), 역삼투막 (RO, 

Reverse Osmosis)로 구분되며 특히 폐수처리 및 유기물처리에는 아래그림과 

같은 정 여과막 및 한외여과막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분리 또는 정제하려

는 물질의 분자량 및 입자크기에 선정하여 적절한 분리막을 사용하고 있으

며 그 예를 Fig.1에 나타내었다. 분리막의 재료로는 고분자 막이 주로 상용

화되어 여러 형태의 공정에 사용되고 있으며 세라믹 및 금속재료 막은 최근

에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고분자막은 사용용도에 따라서 다양한 화학물질

로 개질이 용이한 반면에 세라믹이나 금속재료 막의 경우에는 용도에 따라

서 막의 제조 초기에 그 형태가 결정되며 복합재료 형태로 특성을 향상시키

고 있다. 예를 들어 고분자막의 경우에는 개질 정도에 따라서는 MF막을 UF, 

NF, RO막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막 표면 개질 기술개발에 

대한 국내외의 연구현황을 조사하여 평가하 다. 

Microfiltration membrane

Ultrafiltration membr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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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iltration Membranes Spectrum.

2. 해외의 연구개발 현황

  가. 화학적 개질

      Polysulfone의 균질개질은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수행되고 있다. 

술폰화 반응에 의해서 친수성의 음전하 막의 제조, halomethylate 중간체에 

의해서 양이온 막이 제조되었다. 또한 여러 형태의 관능기를 갖는 고분자막

이 lithiated, brominated polysulfone로부터 유도되었으며, nitro, amino, 

aminomethyl 유도체를 얻어 개질하는 방법도 있다. 비균질 개질로는 

polysulfone 중공사막을 lithiation(예1)에 의한 개질[1]과 lithiation 후 

반응성 에폭시 기(예2)를 도입한 후 개질[2] 한 예도 있다. Higuchi 등[3]

은 polysulfone 중공사막을 propansultone을 사용하여 Friedel-Craft 반응

에 의해 개질 하 다(예3). 또한 polyamide 막에 UV 조사 후 glycidyl- 

methacrylate를 그라프팅한 후에 관능기를 도입하여 개질[4] 한 예(예4)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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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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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3Cl

PA EPOXY

PA

C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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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   -H2O

PA

CH2

CCH3 COO CH2 CH CH2

O

+TMA/HCl

PA-EPOXY

TMA : trimethyleneamine
DMA : dimethylamine
IDA : iminodiacetic acid
PTK : phase transfer catalysis

  나. 플라즈마 개질

      플라즈마 표면개질 방법으로는 주로 기체에 의한 플라즈마 처리 후 

공기중에 노출시켜 과산화물을 생성시켜 그라프팅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예를 Table 1에 나타 내었다. 친수성 모노머로 

HEMA와 PEGDA가 이용되었으며 단백질이나 오일에 대한 막의 오염에 대한 저

감 효과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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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재료
연구자(년도) 개질 방법 모노머 적용 분야 비고

PS
Hiroo Iwata 등

(94)

흡착 후 Ar 플라즈마 

전조사, 공기처리

PEGD

A

올리브 오일에멀젼

으로부터 Phosphate 

분리

Ref. 5

PA

N

PS

Mathias Ulbricht

등 (96)

He 플라즈마 처리

후 공기 및 수증기 

처리(전조사)

AAc

MAAc

HEM

A

단백질(BSA) 분리 Ref. 6

Table 1. 플라즈마에 의한 고분자 막의 표면 개질

  다. 방사선 그라프팅

      방사선 그라프팅에 의한 막의 표면 개질에 대한 최근 연구현황을 

Table 2에 나타내었다. 주로 화학적 개질과는 달리 수용성 비닐계 모노머를 

사용하여 소수성 막의 친수에 대한 연구가 많이 수행되었으며 특히 HEMA 및 

HPEGMA 가 단백질의 막 오염을 저감하는데 우수함을 보 다. 친수성 모노머

의 그라프팅율과 그라프트 사슬길이의 정도에 따른 입체 반발(steric 

repulsion)효과에 의해서 단백질이나 오일등 유기물이 막 표면에 흡착하는 

정도를 결정하는 인자로 작용한다.

  고분자막의 표면개질 기술은 친수화뿐만 아니라 관능화 기술의 개발에도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관능화 기술은 크게 이온교환기를 도입하는 기술

과 킬레이트 형성기를 도입하는 기술로 대별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기

존의 MF막의 분리기능에 관능기를 도입하므로서 미립자뿐만 아니라 특정금

속이온을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복합기능을 갖는 막의 개발에 많은 연구가 

추진되고 있다. MF막은 대부분 대칭구조로 되어 있어 γ선 조사에 의해서 

막의 표면뿐만 아니라 내부에도 관능기의 도입이 가능하여 흡착 site를 많

이 생성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이온교환공정보다도 금속이온에 대한 

흡착 용량을 크게 증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표적인 주요기술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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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방사선 그라프팅에 의한 고분자막의 표면개질 현황

조사
막 

재료

연구자

(년도)
개질 방법 모노머 적용 분야 비고

UV

PS

PES

Hideyuki 

Yamagish

i  등 (95)

광 개시제 사용

하지 않음, 동시

조사

HEMA

GMA

MAc

Ref. 7

PA

N

Mathias 

Ulbricht 

등 (96)

광개시제 사용/

막표면에 코팅, 

동시 및 전조사

AAc

HEMA

HPEGMA306

HPEGMA526

MePEG200MA

MePEG600MA

MePEG1000MA

단백질(BSA,CyC,

γGl) 분리
Ref. 8

PS

PES

Hideyuki 

Yamagish

i 등 (95)

광개시제 사용 

하지 않음, 동시

조사

HEMA

GMA

MAAc

AAm

N-vinylimidazol

N-vinyl 

pyrrolidinone

단백질(BSA) 분리 Ref. 9

감마선 PES
S.Mok 

등(94)
동시조사 PEG

단백질(procine,

albumin) 분리
Ref 10

전자빔 PES

Balazs 

Keszler 

등

(91)

전조사

알곤, 알곤/공기 

분위기 조사

물투과도 실험

AAc

AAm
Ref 11

 

AAc : acrylic acid

AAm : acrylic amide

GMA : glycidyl methacrylate

HEMA : 2-hydroxylethyl methacrylate

HPMA : 2-hydroxypropyl methacrylate

MAAc : methacylic acid

PEGDA : poly(ethylene gylcol) diacrylate

PEGMA : poly(ethylene gylcol) methacrylate

MePEGMA : methoxy poly(ethylene gylcol) methacry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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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일본의 Asahi Chemical 사에서는 폴리에틸렌 중공사막을 방사선(γ-ray)

그라프트에 의한 표면개질방법으로 음이온 및 양이온기와 킬레이트 형성기

(styrene, divinylbenzene(DVB), glycidyl methacrylate (GMA), chloromethyl 

styrene)를 도입하는 연구를 수행하 다. 이들의 연구결과에서 표면개질막의 

기계적 특성과 flux를 제어하는 주요인자는 그라프트율과 가교제의 양에 지

배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개질막을 이용하여 반도체 산업에서 사용되는 초

순수 생산의 적용성을 시험한 결과 거의 이론적 초순수 수질에 근접하는 

18.1 MΩcm의 전기저항을 갖는 초순수의 생산이 가능하여 반도체 산업의 초

순수 생산공정으로의 활용성을 제시하 다. 

  Lee 등[12] 은 방사선 조사에 의한 그라프트 중합의 방법으로 강염기성 음이

온 교환막을 제조하 다. 비 다공성 폴리에틸렌 필름에 GMA, diethylaminodthyl 

methacrylate(DEAEMA), vinylbenzyl trimethyl ammonium chloride(VBTAC) 등의 

vinyl 모노머를 그라프트하여 4급 암모늄염을 관능기로 얻었다.  또한 폴리머에 

대한 VBTAC의 확산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2-hydroxylmethacrylate(HEMA)와 

동시에 중합하 으며, 이렇게 얻어진 막은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것과 비교

해 높은 친수도와 음이온 및 우레아의 투과성이 우수함이 관찰되었다.

  Kobayashi 등[13]도 역시 방사선 조사에 의해서 다공성 폴리에칠렌 정

여과막에 음이온 교환기(4급 암모늄)가 포함된 DEAEMA, 비닐피리딘과 에폭

시기가 포함된 GMA를 도입하 다. GMA의 에폭시기는 diethyl amine(DEA), 

4-amino pyridine(AP)과 반응해 4급 암모늄기로 전환된다. 이것을 이용해 

순수의 투과속도와 이온교환 용량을 측정한 결과 음이온의 선택적 분리에 

효율적임을 보 다. 순수의 투과속도는 0.1 MPa에서 1.0 m/hr이었고, 이온 

교환 용량은 1 mol/kg 이었다. Tsuneds 등[14]은 친수성 모노머 존재하에서 

PE 필름에 강산성인 술폰기를 가진 styrene sulfonic acid sodium 

salt(SSS)를 도입하고, HEMA 존재하에서 4급 암모늄기를  도입하여 물리적 

및 전기 화학적 특성을 평가하 다. 평가 결과 양이온 과 음이온 교환용량

은 각각 2.5와 1.3 mol/kg 이고, water uptake는 1.83과 0.67이었다. 상업

적으로 이용되는 이온교환막과 비교하면 전기 저항성이 휠씬 감소하 으며,  

0.5M NaCl 용액의 99.5% 탈염에 이르는 시간이 15% 단축된다. 또한 이들은 

폴리에틸렌 중공사막을 기질 폴리머로 이용하여 acrylonitrile(AN)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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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A를 중합한 다음 이온교환기(phosphoric acid) 또는 킬레이트 형성기

(iminodiacetate(IDA), amidoxime(AO))을 화학적으로 도입하 고, 코발트 

이온의 흡착실험을 통하여 평가한 결과 IDA 킬레이트막이 더 우수함을 알았

다[15]. 

  Omichi 등[16]은 해수에서 미량 우라늄의 회수를 목적으로 Tetrafluoroethylene- 

ethylene copolymer fiber를 동시조사의 방법으로 그라프트 반응하여 아미

드옥심기를 함유하는 섬유상 흡착제(AOF)를 제조하 고 이것을 이용하여 우

라늄의 흡착성능을 평가하 다. 

3. 국내의 연구개발 현황

  가. 화학적 개질

      폴리술폰막(PS)의 페닐기는 산․알칼리 촉매하에서 포름알데히드와 

반응하여 메틸올기가 생성될 수 있다. 

+ HCHO]C
CH3

CH3

[ O SO2 O n

]C
CH3

CH3

[ O SO2 O n

CH2OH
NaOH

  김경희[17]는 상기와 같은 반응을 이용하여 폴리술폰막 PM10과 PM30 

(Amicon사 제품)을 개질하 다. 에서 제조된 Disc형으로서 직경 43 mm인 폴

리술폰막으로 PM10과 PM30 이다. 표면개질조건은 반응시간, 반응온도, HCHO

의 농도에 의존하며, 특히 HCHO의 농도에 의해서 크게 좌우되며, 30% HCHO

의 농도 조건에서 우수한 투과성능을 나타내었다. 그라프트율이 20%로 개질

된 막이 원래 막보다 5배의 오일에멀젼에 대한 오염 저감효과를 나타내었

다. 포름알데히드반응(화학처리)에 의한 표면개질 조건은 반응시간, 반응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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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HCHO의 농도에 의존하며, 특히 HCHO의 농도에 의해서 크게 좌우된다. 

30% HCHO의 농도 조건에서 우수한 투과성능을 나타내었으며 이 조건에서 개

질막의 성능은 원래 막보다 약 2배의 상승 효과를 나타내었다.   

  나. 플라즈마 개질

      조동련 등[18]은 나일론 정 여과막을 산소 및 아크릴산 플라즈마를 

이용하여 전기적으로 음성을 띈 친수성 표면을 갖도록 개질하 다. 효모 현

탁액을 여과실험에 의하면 효모는 주로 막 표면의 친수성과 전기적 특성에 

의해 향을 받으며 개질막에서 가장 적은 흡착량을 보 다. 카세인 용액으

로 실험한 결과 막의 표면 뿐만아니라 세공벽까지 개질됨을 보 다. 

  다. 방사선 그라프팅

      김민 등[19]은 방사선 그라프트 중합에 의해서 PE 정 여과막을 

HEMA, VAc, GMA등과 같은 알코올성 OH기를 도입하 다. VAc는 단일 OH기를 

GMA는 두개의 OH기를 갖게되며, GMA로 그라프트된 막은 원래 PE막의 막투과 

유속의 70%정도까지 되었다. 혈장 단백질 (Bovine gamma globulin)과 혈청

단백질(bovine serum albumin, BSA)의 흡착량은 1mg/m2 membrane 으로 감소

하 으며 흡착현상은 개질에 의해서 비가역에서 가역적으로 변하 다.  

  심진석 등[20]은 감마방사선을 사용하여 PP 정 여과막을 HEMA로 친수화

를 수행하 다. 조사선량에 변화실험에 의하면 20 kGy에서 최대의 그라프트

율을 보 다. 개질막은 용액의 막투과 유속이 크며, 반면에 BSA의 흡착량은 

낮았다. 개질 막은 세정후에도 막투과 유속 또한 좋았다. 특히 40.6% 그라

프트된 막은  BSA용액의 막투과유속은 2배 정도 증가하 으며 오염은 62% 

감소, 세정후에는 막투과 유속은 3배 정도 증가를 보 다. 

4. 기술개발 조사사례에 대한 평가

   고분자의 표면개질 기술은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으며, 특히 소수성 

고분자 막의 친수화에 이용되는 기술로는 주로 화학반응, 플라즈마, 방사선 

그라프팅 방법으로 대별된다.

     - 화학적 처리

     - 폴리머 블렌딩, 블록 공중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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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리적 흡착

     - 플라즈마: 화염처리, 코로나 방전, 플라즈마 처리, 플라즈마 중합

     - 방사선 그라프팅 : UV, 전자 빔(고 에너지 전자), 감마 방사선

     - 광자 조사: UV 레이저, IR 레이저

     - 이온빔 개질

     - 금속 증착

  다음은 상기 주요기술에 대한 특성을 간단히 요약하 다.

  가. 화학적 개질

      화학 반응에 의해서는 다른 기술 보다 매우 큰 고분자의 표면을 개질 

하는데 널리 이용될 수 있는 기술로서 고분자 막의 균질 또는 비균질 개질

이 가능하다. 

  균질 개질은 친수성 또는 관능기를 갖는 고분자를 casting 하여 고분자 

막을 제조하는 방법으로 막 재료가 모체의 고분자와는 다른 용해도 특성을 

갖기 때문에 아주 다른 미세 구조와 공극크기를 갖는 막이 만들어진다. 비

균질 개질은 고분자막에 친수기 또는 관능기를 화학 반응에 의하여 부가하

는 방법으로 고분자 막의 미세 구조나 공극 크기를 변화시키지 않는다. 

  나. 플라즈마 개질

      고분자의 플라즈마 개질에는 이온화 정도가 극히 미미하고(이온농도: 

10-5∼10-6) 구성 요소들이 열역학적으로 평형을 이루고 있지 않으며 평균온

도가 상온보다 약간 높은 저온 플라즈마가 사용된다.  표면 개질에 사용되

는 플라즈마는 저압상태(1 torr)에 있는 기체나 유기 증기들은 전기적으로 

방전시켜 얻을 수 있다. 

  플라즈마 개질의 장단점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장점 

    - 고분자의 표면에 개질이 가능

    - 가스 플라즈마의 여기된 화학종은 모든 고분자의 표면을 개질 할 수 

있으며, 고분자의 구조와 화학반응성 정도에 무관함 

    - 사용되는 가스의 선정에 따라서 고분자 표면에 화학적 개질 형태를 

선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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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스 플라즈마를 사용하면 습식 화학적 개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고

분자 기질의 팽윤과 잔류용매에 의한 문제점을 방지 할 수 있음

    - 고분자 표면에 균질한 개질을 얻을 수 있음.

  단점

    - 플라즈마 공정은 매우 복잡하여 플라즈마와 고분자 표면간의 상호 작용에 

대한 해석이 어렵다. 예를 들어 플라즈마 공정의 매개변수로는 radio 

frequency volume, radio frequency, 동력, 가스(또는 모노머)유량, 

가스(또는 모노머)조성, 가스(또는 모노머)압력, 시료의 온도, 반응

기의 기하학적 형태가 있다.

    - 고분자 표면 위에 생성되는 특수한 관능기의 양을 정확하게 제어하기가 

매우 어렵다.

  플라즈마 개질에는 플라즈마 처리와 플라즈마 중합 방법이 사용되고 있으

며 이는 아래 그림과 같다.

 

  플라즈마 처리

     
공기 또는 산소

플라즈마

플라즈마

기체

OOO∙

OOH

모노머

 가열
O        

  플라즈마 중합

      

모노머

플라즈마

박막코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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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즈마 처리에 사용되는 기체로는 알곤, 헬륨, 질소, 암모니아, 질소함

유산화물, 산소, 이산화탄소,  SO2, 물, tetrafluoromethane이 독립적 또는 

혼합하여 사용되고 있다. 이중에서 산소와 산소함유 플라즈마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고분자표면에 에너지를 높이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질소 또는 질소함유 플라즈마는 고분자 표면에 아미노기와 같은 질소관능화

기를 만드는데 사용된다. 반면에 불소 또는 불소함유 플라즈마는 고분자의 

표면에너지를 감소시켜 소수성을 증가시키는데 사용되고 있다.

  다. 방사선 그라프팅

      방사선 조사에 사용되는 에너지원으로는 UV, γ-ray, electron-beam

(고에너지 전자) 등이 있으며 이들의 파장과 에너지 관계는 아래 표와 같다. 

  저 에너지인 UV 조사와 고 에너지인 이온화 조사 (감마선, 전자빔)의 차

이점은 UV는 고분자가 광자를 흡수하여 반응성 분자를 여기하여 여기상태를 

만들고 감마선과 이온빔은 고분자를 이온화 및 여기시킨다.

방사선 형태 파장 λ(nm)
광자에너지

eV Kcal kJ

UV 125∼400 3.1∼10 71.5∼232 297.6∼960

γ-ray 0.001 1.2×10
6

2.9×10
7

12.1×10
7

전자빔 

(고에너지전자)

0.0125∼

0.000125

0.1×10
6
∼

10×10
6

0.23×10
7
∼

23×10
7

0.96×10
7
∼

96×10
7

  그라프팅 방법은 아래 그림에 나타낸 바와 같이 동시조사 그라프팅 방법

(mutual-irradiation grafting) 과 전조사(pre-irradiation grafting ) 방

법이 있으며 조사 후 그라프팅방법은 다시 과산화물법과 trapped radical 

방법으로 구분된다. 

  ◎ 동시조사 그라프팅

이온화 방사선: 전자 또는 감마선

비이온화 방사선: UV+ P 또는 U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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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조사 그라프팅

     과산화물법

      Trapped radical 법

  방사선 조사에 의한 고분자재료의 개질법은 방사선이 고체중이나 저온에

서도 용이하게 화학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고, 촉매를 사용

하지 않으므로써 생성물이 촉매에 의한 향이 없기 때문에 다방면에 이용

되기 시작하 다.

  그라프트 중합법은 기재와 단량체를 조합시키므로서 기재에 여러가지 성

질을 부여할 수 있다.  특히 반응에너지로 방사선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방

사선의 높은 투과력에 의해 기재내부에도 고르게 활성점을 생성시킬 수 있

기 때문에 기재전체가 균일하게 개질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고분자를 조사하면 일반적으로 라디칼이 생성되고, 이들 라디칼에 중합성 

단량체를 접촉시키면 새로운 중합반응이 일어나 가지가 생성된다.  그라프

트 공중합체는 화학구조가 다른 두종류의 고분자사이에 화학결합으로 생성

되고 방사선은 고분자내에서 반응성이 높은 활성점을 쉽게 생성시킬 수 있

으므로 방사선 화학반응을 이용하여 다양한 공중합체를 얻을 수 있다.  

  동시조사법은 고분자를 단량체와 함께 조사하여 그라프트 중합시키는 방

법으로 조작이 간단하고 생성된 라디칼을 그대로 이용하기 때문에 조사선량

이 적어도 되는 잇점이 있다.  반면에 반응중에 단일중합체가 다량 생성되

UV, 전자, 감마선

     공기

M

열 

OO∙

OOH

전자,감마선 조사       M

실온 또는 저온

M : monomer

P : photosensitizer 또는 photoiniti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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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반응 후 이들을 제거하는 단점이 있다. 동시조사법은 고분자재료

와 단량체를 동시에 조사하기 때문에 단량체의 방사선 분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험조건에서 그라프트율을 높일 수 있다.

  과산화물법은 산소존재하에서 고분자를 방사선 조사하여 생성되는 과산화

고분자를 단량체와 반응시켜 공중합체를 생성되게 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

의 그라프트 반응에 있어서 방사선 조사는 그라프트 반응하기 전에 고분자

의 과산화 반응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라프트 효율은 방사선 조사에 의

한 과산화 반응의 반응속도에 달려있다.

  트랩라디칼법은 방사선 조사된 고분자에서 트랩 라디칼을 이용하는 방법

으로, 이들 고분자내의 라디칼은 그라프트 중합을 개시하는데 사용된다. 조

사된 고분자에 단량체를 접촉시키면 단량체가 고분자로 확산되어 트랩된 라

디칼 위치에 도달하여 그라프트 반응을 일으키게 된다. 이러한 반응에 의해

서는 단일중합체가 거의 생성되지 않는 그라프트 공중합체를 얻을 수 있다. 

그라프트율은 트랩라디칼의 생성효율에 크게 의존하게 된다. 이 방법은 결

정성 역에 트랩된 라디칼을 이용하는 것으로 결정화도가 비교적 높은 PE, 

PP 막에 적용될 때 특히 효과적이다.

  그라프팅 정도를 나타내는 그라프트율은 조사선량, 반응온도, 용매, 모노

머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투과력이 큰 전자빔과 감마선 조사에 

의해서 고분자의 표면만을 개질하기 위해서는 저 조사선량으로 고분자를 조

사하여 모노머가 기질고분자 속으로 확산되는 시간(반응시간)을 제한할 필

요가 있다. 또한 모노머의 기질고분자에 대한 용해도 및 확산도가 매우 낮

아야 한다.

  UV에 의한 그라프팅 방법(광그라프팅)은 이온화 조사 그라프팅보다 에너

지가 낮기 때문에 그라프팅이 고분자의 표면에만 제한 될 수 있다.  광그라

프팅에 향을 미치는 인자로는 고분자 기질, 용매 등의 효과가 크다. 고분

자 기질의 구조는 그라프팅 속도에 향을 미치는데 예를 들면 반 결정성인 

Polyethylene과 무정형인 Polystyrene을 비교해 보면 조사시간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라프트율은 Polystyrene 〉저 도 Polyethylene 〉고 도 Polyethylene 

순이며 광 개시제가 없는 경우 가장 낮게 나타난다.  이러한 차이점은 그라프팅이 

폴리머의 무정형 역에서 일어나며 결정성 역은 반응용액이 기질 고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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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투과하는 것을 방지하기 때문이다.  그라프트율과 그라프트 표면은 용매

의 성질에 관련되는데 그라프팅이 기질 고분자의 표면에만 제한하기 위해서

는 우선 용매는 기질 폴리머를 팽윤시키지 않는 비용매(nonsolvent)이어야 

하며 그라프팅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라프트 사슬이 용해될 수 있는 용

매를 사용해야 한다. 용매는 기질폴리머보다 여기상태의 광 개시제와의 반

응성이 높으면 그라프팅이 억제되기 때문에 광개시제의 삼중여기 상태

(triplet excited state)에 대해서는 불활성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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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전기여과막 기술

1. 서문

   일반산업 공정에서 고체-액체 분리 공정, 특히 수용성 현탁액으로부터 

고체의 분리는 체 분리, 농축, 침강 및 탈수/건조 등과 같은 한 개 이상의 

분리 조작이 포함된다. 이와 같은 공정들의 구동력은 대개 중력, 진공, 압

력 또는 원심력을 포함하는 기계적 수단이 이용되었다. 그 외에도 진동, 초

음파, 교차 흐름 여과에서와 같은 한 방향 이상의 기계적 힘 등 기타의 기

계적 힘 및 전기 혹은 자력과 같은 비 기계적 힘이 산업적으로 유용한 것으

로 보인다. 그러나 그 응용 범위는 극히 제한적이다. 이와 같은 기계적, 비 

기계적 힘들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복합 기술의 적용 방안을 확립하고 최

적화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한가지 인자는 고, 액 혹은 그 경계 역에 향

을 미치는 상호 작용력을 적절하게 선택하는데 있다. 일부 작용력들은 입자

의 도, 기공의 크기 등과 같이 부유물의 벌크 혹은 부피 특성에 대하여 

작용한다고 잘 알려져 있다. 또다른 작용력들은 친수도, 쌍극자, 쌍극자 상

호작용 등과 같은 표면 특성을 통하여 향을 미친다.

  현재 조합된 외부장을 이용한 분리기술은 광범위한 적용 분야에서의 잠재

적인 이득으로 인하여 한층 더 강조되어지고 있다. 이 기술은 단일 공정 조

업에서 두 개 이상의 특성을 활용한다. Fig. 2는 현재 개발중인 다양한 조

합된 외부장을 이용한 분리기술(여기서는 전기를 이용하는 복합기술)을 도

식적으로 일반화한 것이다[21].

  고체-액체 분리에 있어서는 분류, 여과, 농축, 원심분리, 수력 싸이클론 

등 여러 가지 서로 다른 계통이 존재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동전기적 힘의 

존재 하에서의 전기적 여과공정, 특히 전기적 막분리 공정에 대하여 고찰하

다.

  막분리 기술의 여과에로의 응용은 미세 입자의 처리를 위한 한 방법을 제

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역삼투, 한외여과 및 정 여과 기술의 출현

은 0.1 nm에서 10 μm 범위의 콜로이드 분산체를 용질과 함께 어느 정도 효

과적으로 분리할 수 있게 하 다. 이들 막 공정은 그 사용 가능성이 매우 

광범위하리라는 기대감을 보여주었지만 막의 오염 및 농도 분극 현상으로 

그 적용성에 제한을 받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막오염을 제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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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한 방법으로 외부 전기장을 사용하는 전기적 막분리 기술에 대한 현황

을 조사하고 분석함으로써 본 연구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방사성 액체폐기

물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막분리 공정개발에 대한 기초적 정보를 제

공하고자 하 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Fig. 2. Summary of Electrically Enhanced Separation Technologies.

2. 전기여과막 기술개발 현황

  가. 기술개발 배경

      지난 몇 년 동안 막분리 기술은 더욱 광범위하게 사용되어지고 있으

며, 일부 기존의 농축 기술을 대체하고 있다. 막분리는 오일/물 에멀젼으로

부터 슬러지 폐기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위의 물질들을 분리하고 농축시

키는데 점점 더 중요한 수단으로 되어지고 있다. 증류, 증발과는 다르게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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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는 열을 사용하지 않는 기술이며 분리효율도 비교적 높다[22]. 따라서 

음식 산업뿐만 아니라 약품 산업에서 그 응용 예를 찾아볼 수 있다. 막분리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음료의 맛과 향의 유지뿐만 아니라 효소 또는 약물 활

성도의 보전이 가능하다. 

  그러나 막분리 기술의 효율적 사용은 오염 및 농도 분극이라는 두 가지 

인자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다. 이들 두 가지 막 성능 지배 인자는 때로 

Table 3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은 중요한 전처리나 공정 내 세정의 적용을 

요구하며, 이것들은 막분리 기술 적용 시 총 비용에 향을 미친다.

Table 3. Typical Pretreatment Methods

Method Reference[No.]

Removal of fats by centrifugation  Merin and Cheryan, 1980 [23]

 Clarification of suspended particles by 

gravity settling and filtration

Delaney and Donnelly, 

1977 [24]

 Demineralization by ion exchange an industrial practice

 pH adjustment of feed Glover and Brooker, 1980 [25]

 Heat treatment of pasteurization
DeBoer and Hiddink, 1980 [26]

Marshall, 1982 [27]

 Diatomaceous earth filter aid

 prefiltration for RO
a Johns-Manville method

  막오염은 격막을 교차해서 이동되는 유체 내에 존재하는 오염물 입자의 

물리적 혹은 화학적 현상인 갇힘 또는 흡착을 포함한다. 몇 가지 대표적인 

오염물은 단백질, 지질, 박테리아, 다당류, 염 등이 있다. 처리되어지는 공

급물질의 pH 및 농도 또한 오염에 향을 준다. 막오염은 오염물에 의한 막 

기공의 막힘 또는 오염물의 집적으로 인한 막 기공의 궁극적인 봉쇄의 결과

로 초래된다. 오염물은 막 표면에 매우 강하게 흡착될 수 있고 어떤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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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고분자 격막과 화학적으로 반응하기도 한다. 고분자, 금속 혹은 세라믹

과 같은 몇 가지 격막 재료가 막공정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지만 어떤 막 

공정 처리 동안에서 오염은 피할 수 없는 문제로 남아있다.

  두 번째 인자는 격막 상류 표면에서 용질 화학종의 축적으로 인하여 발생

되는 농도 분극이다. 이 수력학적/확산 현상은 막분리 조업 시 막이 높은 

전단력을 극복할 수만 있다면 격막 표면에서의 높은 전단력을 이용하는 수

단에 의해 제어할 수 있다. 농도 분극은 물질전달의 기본적인 제한성 및 경

계층의 존재로 인하여 막분리 시에는 항상 존재할 것이다.

  농도 분극과 막오염 문제는 막 투과 플럭스 감소에 의한 막 성능 저하와 

격막의 수명을 단축시킴에 의한 공정의 비용 상승을 야기한다. 이로 인해 

주기적인 세정이 초래되고 비용이 고가인 막의 교체가 요구된다. 따라서 이

들 두 인자들로 인해 산업 분야에서 막의 응용성이 제한 받고 있음은 명백

한 사실이다. 

  막분리 성능에 향을 주는 막 오염 및 농도분극의 효과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종류로 분류

할 수 있다.

  - 경계 층 (혹은 유속) 제어

  - 난류 유도/발생기

  - 막 개질 및 재료

  - 조합된 외부 장 (전기장, 자장 등)

상기 네 가지 방안 중 처음 두 가지는 주로 농도 분극에 대한 대처 방안인 

반면에 나중 두 가지는 막오염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들 방안에 대

한 효과 및 적용성은 공급물질의 성질 및 사용되는 막의 형태에 의존한다.

  나. 기술개발 현황

    1) 연구개발 사례

       외부 전기장의 인가에 의한 막 오염의 제어는 다수의 연구진에 의해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고, 그 몇 가지 사례를 Table 4에 수록하 다. 

Table 4는 또한 외부 전기장의 한외여과, 정 여과 및 역삼투 등에의 일반

적 적용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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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Examples of Application of External Electric Field

Topic or Area Reference[No.]

Development of electrofilter
 Beechold, 1926 [28];

 Manegold, 1937 [29]

 Combination of membrane and an 

electrical field for colloids
Bier, 1959 [30]

 Electrical field with hollow fiber 

module for chromatography
Reis et al.,1976 [31]

 Crossflow electrofilter for clay and 

oil suspension
Henry et al.,1977 [32]

 Prevention of protein and paint fouling 

using an electric field
Mullon et al.,1985 [33]

 Optimization of an electrical field for 

crossflow MF
 Wakeman and Tarleton, 1986 [34]

 Prevention of MF flux decline with 

electicity

Wakeman, 1988 [35]; 

Muralidhara and Jagannadh, 1989 

[36]

  많은 연구 결과에 의하면 외부 전기장의 인가에 의해서 플럭스의 증진이 관측

되며, 이 플럭스 증진은 주로 전기 이동에 기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전기 여

과에서 격막 표면에서의 케이크 형성이 억제되어질 수 있으며, 입자의 전하가 

같은 부호를 가짐은 물론 인가된 전기장의 세기가 임계값 이상일 때 한계 플럭

스는 증진될 수 있다[37-40]. 전기삼투는 전기장이 격막을 교차하여 인가될 

때 플럭스에 향을 줄 수 있지만 격막의 제타 전위 혹은 전기 투석 이동도에 

의존하여 향을 받게 된다[37,40,41]. 전기 투석은 한계 플럭스에는 향

을 주지 않지만 압력이 전기여과 시의 임계압력 이하일 때 플럭스의 증진을 

가져올 수 있다. 대체로 전기장이 없는 계에서와 비교해 볼 때 전기여과에 

있어서 플럭스의 증진은 입자 및 격막의 제타 전위, 전기장의 세기 및 한계 

플럭스가 얻어지는 최소 압력인 임계 압력과 관련한 인가된 압력에 의존하

며, 보고된 연구마다 각각 다르다. 플럭스에 향을 주는 이들 인자들의 효

과를 나타낸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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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rnelissen[42]은 오일 에멀젼의 여과에 있어서 전기장의 향을 연구하

다. 이때 전기장은 고분자 격막을 교차하여 인가하 고 압력은 전기장이 

없었을 시의 임계 압력에 비해 다소 높았다. 액 중에서 오일 방울의 제타 

전위는 -5 mV 이하여서 15 kVm
-1
 까지의 비교적 높은 전기장의 세기를 사용

했을 때에도 플럭스는 기껏해야 35에서 70 lm-2h-1 정도로 증가되었다. 그는 

또한 연구에 사용된 격막의 제타 전위를 결정하 고 제타 전위가 큰 격막에

서 최대의 플럭스가 얻어졌지만 그 차이가 너무 작아서 격막 제타 전위의 

향에 관한 어떤 결론도 이끌어 내지 못했다.

  그러나 오일 에멀젼의 전기여과 시에 좋은 플럭스의 증진 결과가 얻어졌

다. 전기장이 없었을 시 75 lm
-2
h
-1
 의 한계 플러스가 전기장의 사용 시 350 

lm-2h-1 이상으로 증가되었다[48]. 이러한 증진을 위해서 입자의 제타 전위가 

비교적 큰 -67 mV 까지도  2.4 kVm
-1
의 전기장의 세기가 요구되었다. 이 계

에서 격막은 음극으로 사용되었다.

  Akay와 Wakeman[43]은 친수성을 갖도록 개질 된 음이온의 수용성 고분자

(hydrophobically modified water-soluble polymer, HMWSP)의 정 여과에서 

전기장을 사용하여 10배의 플럭스 증진을 얻었다. 이때 격막의 기공 크기는 

0.4 μm 으며, 전기장이 없었을 때의 임계 압력 이상이라고 생각되는 2 

bar의 높은 압력과 167 kVm
-1의 높은 전기장의 세기를 사용하 다.

  Rios 등[49]은 젤라틴에 대한 기존의 전기여과에서 유동화된 입자인 난류 

증진제가 이 계통에 존재할 시 전기장의 효과를 조사하 다. 젤라틴의 제타

전위는 측정되지 않았지만 pH가 수용액에서 단백질의 등전점(I.P.=4.7) 보

다 높았기 때문에 음의 값을 갖는다고 가정되었다. 격막의 평균 기공 크기

는 0.46 μm 이고 사용된 압력은 1.5 bar로써 유체가 난류라 할지라도 전기

장이 없었을 시의 임계 압력보다 큼을 나타내고 있다. 유동화 입자가 없이 

2.4 kVm-1의 전기장의 세기에서 플럭스는 4에서 12 lm-2h-1 으로 증가하 다. 

플럭스는 0에서 2.4 kVm
-1까지 선형적으로 증가하 으며, 이것은 임계 전기

장의 세기가 얻어지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유동화 입자와 함께 전기장 하에

서의 플럭스의 증진은 미미하 으며, 이는 높은 난류에서 격막 표면에 케이

크의 형성이 억제됨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플럭스의 증진은 전기장이 없

이 짧은 시간 동안의 여과 후에 전기장을 인가해 주는 것과 비교해서 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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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부터 전기장을 걸어줄 때가 훨씬 좋음을 알 수 있었다. 플럭스 회복(가

역도)은 오일 함유 폐액의 여과에서 비교적 어려운 것으로 보 다[48].

  일부 연구자들은 입자의 크기가 6 μm 이상에서는 격막 표면으로 입자의 

침적이 억제되지 않는다고 언급하 다[44,45]. 이 이유는 완전히 설명되지 

않았지만 이보다 큰 입자는 우선적으로 침전되어 전기장에는 향을 받지 

않는다. 입자나 콜로이드 농도의 향에 대해서 또한 연구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농도의 증가는 점도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것은 차례로 전기 이동

도를 감소시키게 된다[40]. 낮은 이동도는 플럭스의 증진 정도가 낮음을 의

미한다. 게다가 농도는 전기장이 없을 시 한계 플럭스에 향을 주며, 전기

장이 있을 시 플럭스의 증진에는 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찬가지

로 한계 플럭스에는 향을 미친다. 전기장 하에서 HMWSP의 농도가 0.1에서 

50 g/l 까지 증가함에 따라 플럭스의 증진은 감소하 지만 전기장이 없을때

와 비교해서는 그래도 매우 높은 플럭스를 유지하 다[43]. Baker의 효모 

여과에 있어서 여과 성능은 전기장 하에서 현저하게 증진되었으나 농도의 

증가는 그 효과를 약화시켰고 효모의 농도가 약 50 vol%에서 그 효과는 미

미하 다[46].

    2) 전기여과막 모듈

       전기여과막 모듈은 두 가지 형태가 보고되고 있다. 그 하나는 막을 

사이에 두고 한 전극과 그 상대전극 사이에 전기장을 인가하는 것 (Fig. 

3a)이며, 다른 하나는 격막과 전극 사이에 전기장을 인가하는 것(Fig. 3b)

이다. 일반적으로 전기장은 평판(flat sheet), 튜브(tubular) 및 나선형으

로 감긴 (spirally wound) 형태의 모듈로 되어있는 정 여과 또는 한외여과

막을 사이에 두고 인가된다[42,46-53].

  Wakeman과 Tarleton[54]은 교차흐름 정 여과 모듈에서 유속 및 전기장 

구배를 분석하여 입자의 궤적을 산출하 다. 이들은 이 결과를 평판형, 튜

브형 및 다중 튜브형에 적용하여 비교하 으며, 이 결과 튜브형이 막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한 전기장을 사용하는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고하 다. 

  막 재질은 전기적으로 전도체이거나 비전도체일 수 있다. 막 지지체는 하

나의 전극이 되며 일반적으로 음극(cathode)이 되고 주로 스테인레스강으로 만

든다. 양극(anode)은 공급측에 놓인다. Jagannadh와 Muralidhara[35]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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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장을 적용하는 기술의 상업적 응용에 있어 주된 저해요소중의 하나는 

적절한 내식성을 가지면서 비용이 저렴한 전극 재질의 결핍에 있다고 보고

하고 있다. 전극 설계 및 위치는 여과시에 격막을 따라 전기장의 힘이 균일

하게 분포되도록 하며, 에너지 소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a)                              (b)

Fig. 3. Schematic illustration of electrofiltration when (a) an 

electric field is applied across a flat sheet membrane and 

(b) a tubular membrane is used as an electrode.

  전기여과에 있어서 다른 가능성은 막 자체를 전극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막을 금속, 흑연 또는 다른 전도성 물질로 만드는 것이다[38,56-58]. 예전에는 

작은 기공을 갖는 전도성 막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 으나 최근에는 약 0.05 ㎛ 

크기의 기공을 갖는 막의 생산이 가능하다. 이런 종류의 공정 설계는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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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해질 수 있고 전기장이 막을 통해 인가되는 공정계통과 비교해서 전극

사이의 저항이 훨씬 감소된다. 따라서 이러한 형태의 공정계통은 같은 크기

의 전기장력을 얻는데 훨씬 작은 에너지가 요구된다. 공급액 내의 물질과 

전극 사이의 반발력과는 별도로 전기분해에 의해서 생성되는 기포는 막 측

에 형성되는 오염층을 간헐적으로 깨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오염 방지에 

유용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56,57]. 그러나 일정한 전기장 하에서 막 표

면에 형성된 기포의 효과로 여겨지는 반대의 결과가 얻어지기도 한다[42]. 

공급액의 전기전도도가 상승될 때 전극에서 기포의 형성이 증진되는 결과로 

투과 플럭스는 매우 감소하게 된다. Wakeman과 Tarleton[44]에 따르면 생성

된 기포는 전기장이 막을 사이에 두고 인가될 때의 공정계통에 문제를 일으

킬 수 있으나 이러한 문제는 투과액 흐름과 함께 기포가 빠져나가도록 전극

을 막 지지체의 하류측(downstream)에 위치시킴으로써 극복될 수 있다고 보

고하 다. 상대 전극은 격막 표면에서 약 3 mm보다 가깝게 위치시키지 말아

야 하며, 이 전극으로부터 발생하는 기포는 교차흐름에 의해 모듈 외부로 

배출된다. 예로 수소 기포의 크기는 음극 표면의 형태, 전류 도 및 온도 등

과 같은 인자에 의존하며[59], 대기압의 일정한 전류 도에서 기포의 크기는 약 

20 ㎛ 정도로 보고되고 있다.

  외부 구획실을 각각의 전극 측에 만듦으로써 전극표면에서 발생할 수 있

는 기포의 형성 및 전기화학적 반응들에 기인한 공정 흐름의 변화를 억제시

킬 수 있다. 이들 구획실은 셀로판이나 이온교환막에 의해 농축액

(retentate)과 투과액(permeate) 측으로 분리되어진다.

  전기여과 성능에 대한 전극 오염의 향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상태이

다. 전극의 오염은 공급측에서 교차 유속이 낮고 케이크가 전극 표면에 형

성될 때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투과 유속이 낮고 막을 통해 선택적으로 

빠져나간 일부 입자들이 전극 표면에 형성되는 경우에도 투과액 측의 전극

도 오염될 수 있다.

3. 기술개발 사례 조사에 대한 평가

   외부에서 인가되는 직류 전기장은 전기장 하에서 막으로부터 입자가 이

동되어지는 적절한 조건에서 교차흐름 막여과 시 현저한 플럭스 증진을 제

공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전기장은 특히 케이크의 형성에 향을 미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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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한계 플럭스에 향을 준다. 막분리 성능의 증진을 위해서는 공급물질의 

성질에 적합한 전기여과 기술이 요구되며, 입자 혹은 콜로이드를 막으로부

터 멀리 떨어뜨릴 수 있기 위해서는 그것들의 전하가 같는 부호가 막의 그

것과 같아야만 한다. 한계 플럭스의 증진은 공급측의 물질이 갖는 전기 이

동도 (혹은 제타 전위) 및 인가된 전기장의 세기에 의존되며, 전기여과 시 

사용된 에너지에 대한 최대의 경제성을 얻기 위해서는 인가된 전기장의 세

기가 임계 전기장의 세기와 비슷하여야 한다.

  전기여과막 모듈의 설계는 전기장 세기 분포의 균일성 및 막여과 동안의 

에너지 소모에 향을 미친다. 적절한 모듈 설계를 통해서 전극에서의 기포 

생성과 같은 전극 반응에 의해 야기되는 문제를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기장으로부터 얻어지는 이득이 최대화 되도록 상업화 규모로의 실증 연구

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 흐름상에서 전극 반응에 대한 향

은 좀 더 심도 있게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분야이다.

  따라서 전기여과막 기술은 막오염 문제로 인하여 기존의 막여과 기술이 

갖고 있던 단점을 극복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목표하고 있는 방사성 액

체폐기물 처리에 응용함으로써 기술 응용성을 한층 확대시킬 수 있다. 또한 

일반 산업분야에서 개발 중인 전기여과막 기술을 원자력산업에서 발생되는 

방사성 액체폐기물 처리에 적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공정 개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기초연구 및 실험 실증을 통하여 방사성 액체폐기물 처리에 대한 

신공정의 개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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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 수행내용 및 결과

제 1 절 MF막의 표면개질 기술 개발

1. 개요

   MF막의 친수화 및 핵종제거용 킬레이트제 조사는 방사성폐액처리와 일반 

산업페수처리에 적용되는 막분리기술을 파악하여 적용성과 경제성이 있으며 

막의 표면개질이 용이한 고분자막의 재료특성을 파악하고 친수화제의 물리

화학적 특성을 분석하여 막의 재질에 적합한 화학제를 선정하 다.

  MF막의 표면개질은 기 상품화된 Accurel사의 sheet type인 소수성 폴리플로필

렌 정 여과막(세공크기 : 0.1 ㎛)과 Schleicher & Schuell사의 친수성 나일론 

정 여과막(0.2㎛)을 기재로 사용하여 소내 대단위 조사실을 이용하여 감마

방사선에 전조사 시킨후 친수화 물질(AAc, HEMA, SSS)을 실험조건에 따라 

그라프트 중합하여 표면 개질 특성을 연구하 다.

  표면개질막의 특성은 접촉각, SEM, FTIR-ATR, 인장강도 및 연신율을 측정하여 

개질막의 건전성을 분석 및 평가하 고, 막표면 및 pore내의 특성 및 제타전위를 

측정하기 위해서 streaming potential 측정장치를 자체 제작하여 실험하 다.

  표면개질막의 막의 종류별 성능비교 및 공정 성능평가을 수행하 다. 친수화/

관능화 막의 종류별 성능비교는 친수화 막의 경우에는 물투과 유속에 의해서 

평가하 으며 관능화 막의 성능은 이온교환용량 및 핵종 흡착용량에 의해서 평

가하 다.

  개질막을 이용한 오일에멀젼 용액의 십자형 흐름공정에 의한 정 여과 시

공정조업조건은 오일에멀젼 농도, 조업압력과 같은 공정 인자의 변화 실험

을 수행하여 도출하 다.

2. 연구결과

  가. MF막의 친수화 및 핵종제거용 킬레이트제 조사

    1) MF막의 종류 및 특성

       상용의 정 여과막 제조에 사용되는 폴리머는 polycarbonate(PC), 

polyvinylidenefluoride(PVDF), polytetrafluoroethylene(PTFE), polypropylene(PP), 

polyamide, cellulose-esters, polysulfone(PS), poly(ether-imide), polyetheretherke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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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있다. PC는 기계적 물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필름을 track-etching 하여 비

교적 세공크기가 일정한 막을 제조한다. PTFE, PVDF, isotatic PP는 모두 

소수성 재료로서 PTFE는 고결정성으로 열적 특성이 우수하며, 또한 일반 용매에 

불용성으로 우수한 내화학성을 갖는다. PVDF는 PTFE보다는 열 및 화학적 내구성이 

약간 떨어지며, dimethylformamide (DMF)와 같은 aprotic 용매에는 용해된다. 

Isotatic PP는 고결정성으로 용매저항성이 우수하다. PTFE, PVDF 및 PP는 

비슷한 특성을 가지며 모두 화학적 및 열적 내성이 우수하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소수성으로 물만으로는 막을 적실 수 없어 수용액계에 사용될 경우 에탄올 등을 

사용하여 전처리를 수행한 후 사용한다. 또한 소수 특성에 의해서 용질을 

흡착하여 막투과 유속을 감소시킨다. 또한 오염된 흡착층을 세정에 의해서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오염을 저감시킬 수 있는 친수성 정 여과막의 재질로는 cellulose와 

polyamide가 있다. Cellulose는 OH기를 갖는 glucose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OH기는 화학반응에 민감하여 cellulose ester (cellulose acetate 및 cellulose 

nitrate)와 ethers(ethyl cellulose)를 생성시킨다. 정 여과막 및 한외여과막의 

재료인 cellulose ester는 열적, 화학적, 생물학적 열화에 대해 매우 민감

하게 반응하므로 수용액의 처리시에 수용액의 pH는 실온에서 4 - 6.5사이로 

유지되어야 한다. 알칼리 수용액에서는 가수분해가 매우 빨리 일어난다. 

  Poyamide막 또한 친수성의 막으로 amide기 (-CO-NH-)를 가진다. 방향족성 

polyamide는 기계, 열, 화학적 안정성이 매우 우수하다. 지방성 polyamide 

또한 화학적 내성을 갖는다. 방향족성 polyamide는 주쇄에 사슬의 유연성을 

감소시키는 방향족기를 가지며, Tg이 280℃로 매우 높다. 지방성 polyamide

와 방향족성 polyamide의 물성은 Table 5와 같다. 

Table 5. Some Properties of Nylon-6 and Nomex

Polyamide Tg (℃) Tm (℃) water sorption (%)

Nylon-6 50 215 10.5

Nomex 273 380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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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F막의 표면개질(관능화)에 적합한 막은 가능한 한 많은 관능기를 도입하

기 위해서 고에너지의 감마방사선 및 전자선 조사를 하여 많은 라디칼을 생

성할 수 있는 재질의 고분자막이 사용되어야 한다.

     2) 친수화제 및 킬레이트제

        막 표면개질을 위한 친수화제로는 acrylic acid(AAc), 2-hydroxylethyl 

methacrylate (HEMA),  poly(ethylene gylcol) methacrylate(PEGMA), methoxy poly(ethylene 

gylcol) methacrylate (MePEGMA)으로 대별될 수 있으며, 이러한 친수화제는 대상 

폐수의 특성에 따라 적용범위가 다르다. 

  소수성인 Polypropylene(PP)과 Polyethylene(PE)막의 친수화에는 입체장

애가 적고 그라프트 중합이 용이한 AAc와 HEMA가 우수하다. AAc에 의해서 

그라프트된 막의 경우는 친수화도가 우수하여 높은 막투과 유속을 얻을 수 

있으나 용액의 환경조건(pH, 이온강도)에 매우 민감하여 산성용액조건에서 

적용성이 좋았다. 반면에 HEMA에 의해서 그라프트된 막은 pH에는 무관하며 

비교적 높은 투과유속을 나타내었다. 

  막표면 개질에 의해 핵종이나 금속이온을 분리하기 위한 킬레이트제로는 

UO2의 분리에는 aminoxime기, Co 및 Cu와 같은 다가 및 천이금속의 분리에는 

카르복실기와 술폰기의 도입이 우수한 적용성을 보 다 (Table 6).

Table 6. MF막의 재질에 따른 막표면개질을 위한 관능기 및 적용범위

막재질  이온교환/킬레이트제 용도

Polypropylene

 aminoxime 기

 aminodiacarboxyl 기

 carboxyl기(acetic acid)

 UO2분리

 Co 분리

 Cu 분리

Polyethylene

 aminoxime 기

 carboxyl기(acrylic acid)

 sulfone기(styrenesulfonic acid)

 UO2분리

 Cu분리

 이온교환량평가

Polytetrafluoroethylene  carboxyle기 Ag, Pd, Cu분리

Polyvinylchloride  carboxyl기  Cu분리

Polycarbonate

(track-etched)
 carboxyl기  Cu분리

Nylon carboxyl기 Cu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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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는 막의 재질로서 적용성이 좋은 소수성 PP막과 친수성의 나일론

(Nylon, Ny)막을 선정하 음. 표면개질을 위한 친수화제로는 AAc와 HEMA를 선정

하 고, 핵종제거를 위한 관능화제로는 결합에너지가 큰 styrenesulfonic 

acid(SSS)을 선정하 다.  

    3) MF막의 표면개질 조건 정립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 PP)막은 산 및 알칼리에 대한 내화학

성이 우수하며 다른 고분자막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열적인 안정성을 갖으

며, 방사선조사에 의해 고분자사슬에 균일하게 라디칼을 쉽게 형성할 수 있

어 관능기를 쉽게 도입할 수 있는 특성이 있다. 그러나 폴리프로필렌 막은 소

수성으로 유기물에 의한 막의 오염이 많아 적용에 많은 제한이 있으며, 또한 막

투과 유속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알코올로 전처리하여 젖음성을 높이는 부가적인 

공정이 필요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세공이 0.1㎛인 폴리프로필렌 정 여과막을 기재로 사용하여 

친수성 물질인 HEMA (2-hydroxyethyl methacrylate, -OH기), 양이온교환특성을 

갖는 약산성의 AAc (acrylic acid, -COOH기)를 공기중에서 감마방사선에 1∼3 

Mrad로 전조사하여 과산화물을 형성시킨 후 50∼60 ℃에서 그라프트 공중합

을 하 다. 강산성의 이온교환체인 SSS (styrenesulfonic acid, -SO3H기)는 

수용액에서만 용해되며 수중에서 수화구(hydrosphere)를 형성하여 PP막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라프트 공중합이 일어나기 어렵다. 따라서 HEMA 

및 AAc로 그라프트된 PP막을 방사선으로 재조사하여 SSS를 도입하 다. 

  친수성인 나일론 정 여과막에 관능기인 AAc와 가교제인 EGDMA 

(ethyleneglycol dimethacrylate)를 동시에 그라프트 공중합을 하 다.

  개질막의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접촉각, SEM, FTIR-ATR, streaming 

potential을 측정하여 개질막의 건전성을 평가하 다.

  나. MF막의 표면개질 제조기술

    1) 실험

     가) 실험 재료

         기재(Trunk Polymer) 폴리프로필렌 막은 AKZO NOVEL사의 공극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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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0.1㎛인 Accurel
Ⓡ
  1E 평막을  사용하 다. 평막의 공극도는 75%, 두께

는 92.5㎛이며 물 투과속도는 1,950 - 2,400 L/m2hr.bar이다. 나일론 막은 

Schleicher & Schuell사의 공극크기가 0.2㎛인 NL-16 디스크형(직경: 47, 

90 mm)을 사용하 다. 

  친수성 모노머인 AAc 및 HEMA는 Junsei Chemical사 제품, 이온교환 관능

기인 SSS는 Aldrich사 제품, 가교제인 EGDMA은 Merck사 제품으로 정제 없이 

사용하 고 금속염은 Wako pure chemical사 제품의 FeSO4 7H2O를 사용하

으며, 황산은 Merk사 제품을 사용하 다. 그라프트 중합에 용매로 사용된 

메탄올은 Junsei Chemical 사 제품을, 물은 millipore사의 초순수 제조장치

인 milli Q로 여과된 것을 사용하 다. 

     나) 그라프트 중합

         PP막을 6 × 8 cm로 절단하여 무게를 측정한 후 50 kCi의 Co60 γ- 

ray선원 (AECL type C-188)을 이용하여 공기 중 상온에서 총 조사량을 1∼3 

Mrad로 조사하 다. 반응기에 우선 메탄올, 메탄올/물, 물용매를 주입한 후 

친수성 모노머인 AAc, HEMA의 농도를 변화시키면서 각각 넣었다. 반응 중에 

생성되는 호모폴리머를 억제하기 위하여 금속염 (FeSO4∙7H2O)을 첨가하 으며, 

AAc의 경우에는 반응성을 높이기 위하여 황산을 첨가하 다. 질소가스로 10분간 

bubbling하여 산소를 제거한 후 반응기에 조사된 PP막을 주입하고 다시 질소 

가스로 10분간 bubbling한 후 봉하여 50℃에서 시간을 변화시키면서 그라

프트 반응을 하 다. SSS의 그라프트 중합은 5-55% HEMA-g-PP와 10-50% 

AAc-g-PP를 공기중에 상온에서 총조사량을 하여 1- 3Mrad로 조사하여 앞에

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한 후 50-60℃에서 4시간 그라프트 중합을 하 다. 

SSS의 농도는 일정하게 0.8M의 수용액으로  하 다. 나일론 막도 동일한 조

건하에서 총선량을 2 Mrad로 하여 전조사한 후 용매로는 메탄올/물=70/30을 

사용하여 10-20% AAc 및 가교제인 EGDMA의 농도변화에 따라서 50℃에서 2시간 그

라프트 중합을 하 다. 

  그라프트 반응이 종결되면 잔류 모노머와 생성된 호모폴리머를 제거하기 위하

여 그라프트 막을 40 ∼ 50 ℃의 초순수에 반복세척하고, 감압 건조하여 무게를 

측정하 다. 무게 증가로부터 다음 식(10)과 같이 그라프트율을 계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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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gree of Graft(%)=
W g- W i

W i
×100 

    

  여기서 Wg와 Wi는 각각 그라프트된 PP막의 무게와 본래 PP막의 무게를 나

타낸다. 

    2) MF막의 표면 개질 실험 결과

     가) 반응용매의 향

         용매의 조성은 그라프트율에 크게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메탄올과 물은 전조사 방법에 의해 HEMA 및 AAc를 그라프팅하는데 

많이 사용되고 있는 용매이다. 그라프트 반응에서 용매 및 모노머 용액

(monomer solution)의 역할은 폴리머를 팽윤시켜 공기중 전조사에 의해 폴

리머에 생성된 diperoxide (POOP)와 hydroperoxide (POOH)의 라디칼 (PO․)

에 모노머의 접근을 용이케 한다. 또한 모노머의 희석제로서 전재속도를 조

절하는 역할을 한다. 소수성의 표면에너지 낮은 PP막은 물과의 친화성이 없

으며 메탄올과는 친화성을 보인다. 따라서 그라프트 중합은 물을 용매로 사

용할 경우에는 막의 표면에서 지배적으로 일어나며 메탄올을 사용할 경우에

는 막의 표면 및 세공에서 균일하게 일어날 것으로 생각된다.

  1 Mrad로 전조사한 PP막에 30 vol%의 AAc 및 10 vol %의 HEMA를 각각 물/

메탄올 혼합용매의 조성변화에 따라 반응온도 50℃, 4시간 그라프트한 결과

를 Fig. 4에 나타내었다. Fig.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물/메탄올 조성이 변

함에 따라 AAc와 HEMA에 대한 그라프트율은 매우 다른 특성을 보 다.  

HEMA는 순수한 메탄올 용매에서는 그라프트율이 71% 이 으며, 50 vol%의 

메탄올 조성에서는 240%로 그라프트율은 최대가 되었다. 물의 함량이 50%이

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그라프트율은 감소하며 순수한 물 속에서는 9%의 

매우 낮았다. 

  PP막은 순수한 HEMA 및 메탄올 용매에서는 팽윤이 잘 일어나나, 순수한 

물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또한 HEMA는 물과 메탄올에 잘 용해되나, HEMA

의 용해도 매개변수 (solubility parameter)는 메탄올에 더 가깝기 때문에 

물보다 메탄올에서 더 잘 용해된다.  그러므로 메탄올 용매가 그라프트 공

중합을 억제하지 않는다면 순수한 메탄올 용매에서 HEMA를 중합할 경우 높



- 37 -

은 그라프트율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순수한 메탄올은 라디칼 전이제(chain transfer agent)로 작용하

여 그라프트중합을 억제하여 그라프트율이 감소하게 되나 물의 함량이 50 

vol%가 될 때까지 그라프트율의 증가하는데 이는 첨가된 물이 라디칼의 전

이를 억제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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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ffect of the Solvent Composition in Water/Methanol Mixture on the 

Grafting of HEMA and AAc onto PP Membranes. Absorbed Dose : 1 Mrad, 

Reaction Time : 4hr., Reaction Temperature : 50℃. HEMA 

Concentration : 10%, AAc Concentration : 30%, FeSO4 : 5x10
-3
 M.

  반면에 AAc는 순수한 메탄올에서 약 12%의 낮은 그라프트율을 나타내었으며, 

물의 함량이 25%일 때 10%로 가장 낮은 그라프트율을 보 으며 25%이상 물이 

첨가됨에 따라서 그라프트율은 서서히 증가하며 순수 물에서 23%로 가장 높은 

그라프트율로 나타내었다. AAc도 물과 메탄올에 잘 용해되나, AAc의 용해도 

매개변수는 메탄올에 더 가깝기 때문에 물보다 메탄올에서 더 잘 용해된다. 

따라서 순수한 메탄올에서 그라프트율이 가장 높아야 하나 앞에서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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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탄올은 라디칼 전이제로 작용하며 때문에 그 다지 높지 않다. 반면에 물의 

함량의 증가에 따라서 그라프트율의 증가는 PP막의 AAc에 의해서 친수화가 

됨에 따라서 AAc가 PP막의 라디칼과의 접근이 용이하게 되기 때문이다.

  HEMA가 AAc보다 저 농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라프트율이 높은 것은 HEMA가 

AAc보다 PP막과의 비슷한 용해도매개변수를 가지며 AAc의 경우에는 물에 용

해될 경우에 이온화되며 성장하는 PP막의 라디칼과 용액중 모노머와 반발하

기 때문이다.

     나) 농도의 향

         총선량을 1 및 3 Mrad로 하여 전조사한 PP막에  AAc 및 HEMA의 그

라프트 반응에서 각각의 모노머 농도를 2.5 vol % ∼ 50 vol %로 변화시키

면서 반응온도 50 ℃에서 240분 동안 그라프트 반응한 결과 AAc는 35 vol % 

농도에서 343%의 그라프트율을 얻었다(Fig.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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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ffect of the HEMA and AAc Concentration on the Degree of 

Graft of PP Membranes. Reaction Time : 4hr., Reaction 

Temperature : 50℃. HEMA Grafting Condition ; Absorbed Dose 

:10 kGy, Solvent : Methanol, FeSO4 : 5x10
-3 M. AAc Grafting 

Condition ; Absorbed Dose : 30 kGy, Solvent : Methanol, H2SO4 : 

0.04 M, FeSO4 : 5x10
-3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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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그라프트 반응은 표면에서 개시되어 점차 내부로 진행되며, 모노머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PP막에 형성된 라디칼과 반응하는 개시속도가 증가하며, 

또한 모노머의 농도가 높으면 저 농도에 비하여 PP막의 팽윤성이 커서 모노머의 

확산이 용이해지기 때문에 그라프트율의 상승효과가 있었다. HEMA의 경우 

50 vol %에서 139%의 높은 그라프트율로  최고점을 나타내었다.

  총선량을 2 Mrad로 하여 전조사한 나일론 막의 경우에 AAc의 농도 및 가교

제인 EGDMA의 농도변화에 따른 그라프트율은 이들 농도의 증가에 따라서 증가하

다(Fig.6). AAc 농도가 10%인 경우에는 그라트율이 크게 증가하는데 이는 

EGDMA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EGDMA가 많이 중합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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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Effect of AAc and EGDMA Concentration on the Degree of         

Grafting(Total Doserate : 2 Mrad).

     다) 황산 및 염첨가효과

         단일중합억제제인 FeSO4만을 사용할 경우 Fe
2+의 농도가 높으면 다

음과 같이 그라프팅 사슬과 Fe
2+
의 탈 활성화 반응에 의해서 그라프트율이 

감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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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 + Fe2+ → RO- + Fe3+

  여기에 황산을 첨가하면 방사선조사에 의해 생긴 과산화물의 분해를 가속

화하여 그라프트 반응을 개시하는 라디칼을 생성시켜며, 과산화물의 분해로 

생긴 OH 라디칼이 황산의 수소와 반응하여 소멸되는 효과가 있어 그라프트 

중합시 이의 조건선정이 중요하다.

  PP막의 경우에는 메탄올 용매하에서 FeSO4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황

산 첨가량을 증가하여도 AAc의 그라프트 반응에는 거의 변화가 없으나, 황산농

도를 0.04 M로 일정하게 유지하고 FeSO4의 첨가량을 변화시키면 그라프트율은 

크게 변화하여 3.75 x 10-4 M FeSO4에서 최대의 그라프트율을 얻을 수 있었다

(Fig. 7). 이 조건에서 용매로 순수한 물을 사용할 경우 가장 높은 그라프트

율을 얻을 수 있었다(Fig.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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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Effect of the FeSO4 Concentration on the Grafting of AAc onto   

PP Membranes. Absorbed Dose : 30 kGy, Reaction Time : 4hr., 

Reaction Temperature : 50℃. AAc Concentration : 10%, H2SO4 : 

0.04 M, Solvent : Methan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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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Effect of the Absorbed dose and the Solvent Composition on the  

Grafting of AAc onto PP Membranes. AAc Concentration : 10%,    

H2SO4 :  0.04 M, FeSO4 : 3.75x10
-4 M.

     라) 조사선량 및 반응시간의 향

         PP막은 조사선량의 증가에 따라서 생성된 과산화물(POOH, POOP)수

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라프트율이 증가하 으며 반응 2시간 이후에는 1, 2 

Mrad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었으며 3 Mrad에서는 계속 그라프트 반응이 일어

남을 보 다(Fig. 9).

     마) SSS에 의한 표면개질

       (1) HEMA의 효과

           HEMA-g-PP막을 전조사하여 SSS를 그라프트 중합을 한 경우 조사

선량의 증가에 따라서 증가하며 HEMA의 그라프트율 40%까지는 SSS의 그라프

트율이 약 25%까지 증가하 으나 그 이후에는 감소하 다(Fig.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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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Effect of the Absorbed Dose and the Reaction Time on the       

   Grafting of AAc onto PP Membra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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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Effect of HEMA on the Grafting of SSS onto HEMA-g-PP         

Membranes. Reaction Temperature : 50℃. Reaction Time : 4hr., 

SSS Concentration : 0.8 M, FeSO4 : 5x10
-3 M, Solvent :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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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AAc의 효과

           AAc-g-PP막의 SSS 그라프트 중합은 HEMA-g-PP의 SSS 그라프트중

합과는 동일한 그라프팅 현상을 보 으며 그라프트율에서도 큰 차이가 없었

다(Fig. 11). 반응온도를 60 ℃, 단일중합억제제인 FeSO4의 첨가량을 변화시킨 

경우 FeSO4의 농도가 1 x 10
-3, 2.5  x 10-4에서 높은 그라프트율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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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Effect of AAc on Grafting of SSS onto AAc-g-PP Membranes.   

Reaction Temperature : 50℃. Reaction Time : 4hr.,  SSS Conc. : 

0.8 M, FeSO4 : 5x10
-3
 M, Solvent : Water.  

  다. 표면개질막의 특성분석 및 평가

    1) 실험

     가) 접촉각 측정

         친수성 모노머로 그라프트된 PP와 PS의 친수화정도를 평가하기 위

하여 일본 협화계면주식회사 제품(Model CA-X)의 접촉각 측정기를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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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각 측정은 Sessile drop 방법을 이용하 으며, 그라프트된 막을 물속에서 

충분히 적신후 droplet 매체로는 오일을 사용하여 측정하 다. 이때 droplet의 

크기는 물을 droplet을 사용할 때에 30∼60°범위의 접촉각 측정에 적당한 

1.8 ㎕로 하 다. droplet이 시료에 포착된 후에 즉시 접촉각을 측정하 다.

     나) 적외선 흡수스펙트럼 분석

         PP막에 AAc 및 HEMA의 도입여부를 확인하고 일정한 IR의 투과 깊이에

서 이들의 그라프트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scopy for chemical attenuated total reflectance mode (FTIR-ATR, 

Nicolet MAGNA-IR 560 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meter)를 이용하

여 분석하 다. ATR cell는 ZnSe결정, 입사각은 45°, 주사(Scan)수는 60으

로 하여 파수 4000 ∼ 400 cm-1 범위에서 스펙트럼 분석을 하 다.

     다) 주사현미경 관찰

         조사량 및 아크릴산 모노머의 농도에 따른 폴리프로필렌 정 여과

막에 친수성 모노머를 그라프트 중합시킨 후 그라프트율에 따른 막의 표면

상태 관찰하기 위하여 SEM [H-610, Hitachi, Japan]을 이용하 다.  

     라) 인장강도 및 연신율

         길이 40 mm와 폭 10 mm로 절단하여 준비한 그라프트된 PP막의 인

장강도와 연신율은 LLoyd사의 LR-30K 인장강도 측정기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이때 연신 속도는 12.5 mm/min으로 하 다. 인장강도, Tb와 연신율, Eb

는 다음 식과 같이 계산하 다.

T b = 
Load of break (N)

Cross sectional area of the sample ( mm
2
)  

E b (%) = 
L- L o

L o
×100 

여기서 L은 연신 후 파괴되는 순간의 시료의 길이이고, Lo는 두 집게 사이의 

거리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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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결과 및 토의

     가) 접촉각 측정

         개질막의 표면 친수화정도를 조사하기위해서 그라프트 하지 않은 

원래의 PP막과 그라프트된 PP막의 접촉갑을 측정하여 비교함. 막을 물에 충

분히 팽윤시킨 후 1,1,2,2- tetrabromoethane을 1.8 ㎕를 막표면에 강하시

켜 5분 후에 측정하 으며 순수 PP막의 접촉각은 20 , 20%이상 그라프트가 

되면 140 이상으로 이는 친수성막인 cellulose acetate막과 거의 유사한 

표면특성을 나타내므로써 막표면이 완전히 친수화됨을 알 수 있었다.

     나) SEM 측정

         그라프트 중합시 용매중 물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표면에서 

그라프트가 많이 일어나며, 그라프트율의 증가에 따라 세공크기가 감소됨을 

관찰할 수 있었다(Photo 1, 2).

OriginalOriginal PPPP

MeOHMeOH/H/H22O =75/25, DG=19%O =75/25, DG=19% HH22O =100, DG=16%O =100, DG=16%MeOHMeOH =100, DG=19%=100, DG=19%

MeOHMeOH =100, DG=146%=100, DG=146%OriginalOriginal PPPP

MeOHMeOH/H/H22O =75/25, DG=19%O =75/25, DG=19% HH22O =100, DG=16%O =100, DG=16%MeOHMeOH =100, DG=19%=100, DG=19%

MeOHMeOH =100, DG=146%=100, DG=146%

Photo. 1. SEM Photographs of HEMA-g-PP Membra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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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Original PPPP

MeOHMeOH/H/H22O =75/25, DG=29%O =75/25, DG=29% MeOHMeOH/H/H22O =50/50, DG=31%O =50/50, DG=31%MeOHMeOH =100, DG=31%=100, DG=31%

MeOHMeOH =100, DG=59%=100, DG=59% MeOHMeOH =100, DG=93%=100, DG=93%OriginalOriginal PPPP

MeOHMeOH/H/H22O =75/25, DG=29%O =75/25, DG=29% MeOHMeOH/H/H22O =50/50, DG=31%O =50/50, DG=31%MeOHMeOH =100, DG=31%=100, DG=31%

MeOHMeOH =100, DG=59%=100, DG=59% MeOHMeOH =100, DG=93%=100, DG=93%

Photo. 2. SEM Photographs of AAc-g-PP Membranes.

     다) FTIR-ATR 측정

         PP막에 친수기인 HEMA 및 AAc의 도입여부 조사하기 위해서까지 

FTIR-ATR을 투과시켜 분석한 결과 PP의 특성 피크는 1730cm-1, HEMA 및 AAc

의 특성피크인 1730 cm
-1
, 2500-3000 cm

-1
로 부터 C=O 및 -OH의 도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Fig. 12, 13). 메탄올 용매을 사용하여 그라프트 중합을 

한 경우 그라프트율의 증가에 따라서 HEMA 및 AAc의 특성피크는 sharp 해졌

다.

  동일한 그라프트율에서 용매 조성 효과에 의하면 물의 함량의 증가됨에 

특성피크가 sharp해 지며 이로부터 표면에서 그라프트가 많이 일어남을 알 

수 있었다(Fig. 14, 15). 메탄올을 사용한 경우 특성 피크가 매우 broad하

며 이는 막의 표면 및 세공에서 균일하게 그라프트 중합이 일어남을 알 수 

있었다. 



- 47 -

3500 3000 2500 2000 1500 1000
0.1

0.2

0.3

0.4

0.5

A

cm-1

 Original PP
 DG=16%
 DG=60%
 DG=108%

Fig. 12. FTIR-ATR Spectra of HEMA-g-PP Membranes with Degree of Graft.

3500 3000 2500 2000 1500 1000

0.0

0.1

0.2

0.3

0.4

0.5

A

cm-1

 Original PP
 DG=31%
 DG=59%
 DG=93%

Fig. 13. FTIR-ATR Spectra of AAc-g-PP Membranes with Degree of G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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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FTIR-ATR Spectra of PP Membranes Grafted with HEMA in Various 

Solvent.

3500 3000 2500 2000 1500 1000

0.00

0.05

0.10

0.15

0.20

A

cm-1

 MeOH=100, DG=31%
 MeOH/H2O=75/25, DG=29%
 MeOH/H2O=50/50, DG=31%

     

Fig. 15. FTIR-ATR Spectra of PP Membranes Grafted with AAc in Various 

Sol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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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인장강도 및 연신율

         그라프트 PP막은 실제 적용에 있어 좋은 기계적 특성이 요구된다. 

그라프트율의 변화에 따라 건조된 그라프트 PP막의 인장강도와 연신율을 

Table. 7에 나타내었다. 

  그라프트전의 PP막의 인장강도는 4.453 N/mm
2이고, 연신율은 165.4% 이었

다. 인장강도는  AAc-g-PP막 및 HEMA-g-PP막 모두 약 20%의 그라프트율에서

는 그라프트 전의 PP막에 비하여 감소하 다. 그러나 그라프트율이 20%를 

초과하면 인장강도는 증가하 다. 그라프트율이 낮을 경우 인장강도의 감소

현상은 PP막이 방사선 조사에 의해서 분해(degradation)되기 때문이며, 그

라프트율의 증가에 따른 인장강도의 증가현상은 PP막의 내부로 그라프트가 

진행되고, 그라프트된 모노머의 사슬이 내부에서 분자간 결합으로 가교되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현상으로 연신율은 그라프트율의 증가에 따라 급격히 

감소하 다. 

Table 7. Tensile Strength and Elongation of Original PP, AAc-g-PP and 

HEMA-g-PP Membranes.

Membranes
Degree of 

Graft(%)

Tensile  Steength 

(N/mm2)
 Elongation (%)

OPP  0 4.453 165.4

HEMA-g-PP

19 3.722 29.48

 65 5.339 10.51

120 5.784 6.50

AAc-g-PP

20 4.016 58.56

62 5.681 38.58

99 5.823 27.3

  막의 산업현장에의 적용은 대부분 수용액상에서 이루어진다. 이를 고려하

면 그라프트된 막의 친수성 작용기는 물에서 팽윤되어 그라프트된 사슬의 

유동성을 증가시킴으로써 연신율은 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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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표면개질막의 성능비교 및 평가

    1) 표면개질막의 성능비교

     가) 실험

       (1) 막투과 유속실험

           본 연구에 사용된 장치는 실험 목적에 따라 Amicon사 제품으로 

용량이 50 mL인 투명한 아크릴로 제작된 회분식 stirred cell과 반회분식으

로 하기 위하여 용량이 800 mL인 저장용기를 이용하 다. 

  Fig. 16은 투과실험에 사용된 회분식 실험장치의 구성도이다. Stirred 

cell에 일정하게 압력을 가하기 위한 질소탱크와 주입압력을 일정하게 유지

하기 위한 완충탱크, stirred cell 내로 용액을 공급하기 위한 저장 탱크 

(reservoir), stirred cell로 구성되어 있다. 이때 막을 통과하는 흐름은 

dead-end filtration으로 하 다. 

Reservoir
Magnatic Stirrer

Micro balanceNitrogen Tank

Pressure
control valve

Stirred cell

Fig. 16. Schematic Diagram of Flux Measurement System.

  본 연구에서 사용된 PP막은 stirred cell에 적당한 크기 (직경 43 mm, 유

효면적 13.4 cm2 )로 절단하여 사용하 다. 모든 실험에서 온도는 실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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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으며, 질소가스에 의해서 압력을 100-300 kPa로 변화시키면서 막투과 

유속을 측정하 다. 

       (2) 이온 교환 용량

           AAc로 그라프트된 막의 이온교환용량(ion exchange capacity, IEC) 

측정은 세척한 막을 진공 건조하여 무게 측정 후 1N HCl 수용액에 담가  H
+ 

이온형으로 바꾸어 주었다. H
+
 이온으로 전환된 막은 증류수로 4시간동안 반

복 세척하여 잔류 HCl을 제거하 다. 이와 같은 전처리 작업이 끝난 시료 

막에 0.01 N NaOH 수용액 100 mL을 넣고 폐시킨 후 24시간 교반 해 준다. 

교반 후 용액을 10 mL 채취하여 0.01 N HCl 수용액을 표준용액으로 하여 

Metrom사의 702 SM Titrino를 이용하여 역적정하 고,  아래 식을 이용하여 

이온교환량을 계산하 다.  

IEC=
meg. cation exchange capacity

gram of dry H +
form membrane                        

    

IEC=

N NaOH×
V NaOH

1000
-

V NaOH

V sample
× N HCl×

V NaOH

1000

g. dry. membrane
×1000

여기서 NNaOH 및 VNaOH는 각각 이온교환에 사용된 수산화나트륨의 노르말 농도

와 부피이며 NHCl 및 VHCl은 각각 적정에 사용된 염산의 노르말 농도와 소비된 

염산의 양을 나타낸다. 

       (3) 핵종별 결합용량

           200 ppm CoCl2와 CsCl 용액을 제조하여 AAc-g-PP, SSS-g-(HEMA-g-PP) 

및 SSS-g-(AAc-g-PP) 개질막의 그라프트율의 증가에 따른 동안 흡착실험 (25 ℃, 24

시간)을 수행하 다. 

     나) 결과 및 고찰

       (1) 물투과 유속

           PP막은 낮은 표면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극성이 높은 물과 

젖음성이 없어 0.69 MPa의 압력에서도 물이 투과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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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성 모노머를 그라프트 중합한 막의 물 투과속도는 증가하지만 그라프트된 

모노머의 종류와 용액의 조건 (pH, 이온강도 등)에 따라 투과속도는 크게 

다른 특성을 보인다. 

  회분식 막모듈을 이용하여 순수한 물의 막투과 유속을 측정한 결과 HEMA

의 경우 그라프트율의 증가에 따라 포물선 형태로 유속이 증가하 으며, 그

라프트율이 90%에서 2,500 L/㎡․hr로 최대가 되었다. 그 이상에서는 막의 

표면 및 세공에 과잉으로 그라프트 되어 유체흐름에 대한 저항이 크게 작용

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Fig. 17). 용매조건은 순수한 메탄올에서 더 높은 

투과유속을 나타내었다.

  메탄올 용매조건에서 그라프트 중합한 AAc-g-PP막에 대해서 pH 변화에 따

른 그라프트된 막의 물 투과속도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를 Fig. 18에 나타내

었다. HEMA-g-PP막의 경우에는 물 투과 거동은 pH 변화에 따라 향을 받지 

않으며, AAc-g-PP막의 투과속도는 pH 3.5에서 pH 5.8로 증가할 경우 급격히 

감소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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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Permeate Water Flux for HEMA-g-PP Membranes vs. Degree of Graft 

of HEMA. Transmembrane Pressure = 100 k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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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Effect of pH on the Permeate Water Flux for AAc-g-PP Membranes. 

Transmembrane Pressure=100 kPa. 

   이와 같은 현상은 AAc의 카르복실기는 중성 및 알카리 역에서 해리되

어 용매와의 작용에 의하여 그라프트된 폴리머(PAAc)의 사슬이 팽창함으로써 

막의 겉보기 세공 크기를 감소시키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pH 4이하에서는 그라

프트율이 증가함에 따라서 친수화에 의해서 막투과 유속이 증가하나 그 이

상에서는 표면 및 세공 내에 그라프트 층의 증가에 의해서 감소한다. 

  그라프트 중합 시에 용매 조성에 따라 제조된 PP막에 대해서 pH변화에 따

른 막투과 유속을 측정한 결과를 Fig. 19에 나타내었다. 메탄올 용매에서 

중합한 막의 경우에는 pH<4 에서는 pH가 감소함에 따라서 막투과 유속이 계

속 증가함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중합시 용매중 물의 함량이 25vol%이상이 

되면 pH< 2 에서만 막투과 유속을 보이고 있다. 이는 FTIR-ATR 및 SEM에서 

분석해서 확인했듯이 이러한 용매조건에서는 막의 표면에 그라프트 중합이 

지배적으로 일어나 세공의 입구를 그라프트 층이 막기(pore blocking) 때문

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라프트 중합시 용매중 물의 50%인 경우에는 표면에

서 그라프트 층이 더욱 많이 형성되기 때문에 pH 1.7에서도 매우 낮은 투과

유속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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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9. Effect of pH on the Permeate Water Flux for AAc-g-PP Membranes 

Grafted with Solvent Compositions. Transmembrane Pressure = 100 kPa.

  그라프트된 AAc의 카르복실기는 전이금속과의 작용에 의해서 분자간에 가

교(bridge)를 형성함으로서 그라프트 사슬의 배열이 변하여 금속이온의 종

류에 따라 다른 투과 특성을 보 다(Fig. 20).

  Cu
2+
의 농도증가에 따라 HEMA-g-PP막의 투과속도는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

었지만 AAc-g-PP막의 경우는 미량의 Cu
2+
이온의 첨가에 의해서 투과속도는 

크게 증가하여 초기 속도 보다 수십 배∼수백 배의 투과증대 효과를 보

다. 이는 AAc-g-PP막의 카르복실기와 Cu
2+
의 complex 결합에 의해 그라프트

된 PAAc 사슬이 수축하여 막의 세공을 일정한 크기로 유지하기 때문으로 판

단된다. AAc-g-PP막의 투과 속도는 Cu2+이온의 농도 증가에 따라 급격히 증

가하여 Cu
2+
이온의 농도가 100 ppm 이상에서 거의 일정하게 유지하 다. 반

면에 동일한 전이금속인 Co
2+
이온 및 일가이온인 K

+
의 경우에는 농도가 1000 

ppm으로 증가시켜도 투과유속에 큰 변화가 없었다. 

  SSS의 그라프팅이 막 투과유속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위해 HCl용액을 

사용하여 유속을 측정하 다(Fig.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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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0. Effect of Metals on the Water Flux for AAc-g-PP Membranes. 

Degree of Graft : 50%, Transmembrane Pressure : 20 p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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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Effect of HCl Concentration on the Permeate Water Flux for 

SSS-g-(HEMA-g-PP) Membranes. Transmembrane Pressure = 100 k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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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S-g-(HEMA-g-PP)막의 SSS는 강산성 관능기를 가지므로 0.1N HCl에서도 

SSS의 해리에 의해서 막투과 유속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1N HCl의 강산에서는 

SSS가 이온화되지 않기 때문에 막 투과유속을 나타내었다. SSS-g-(HEMA-g-PP)는 

강산성 화학제에 대한 밸브작용을 함을 알 수 있었다. 막 투과유속은 HEMA의 

그라프트율 보다 SSS의 그라프트율에 의해서 지배됨을 보이고 있다. 

  앞에서와 같이 AAc-g-PP막은 pH, 금속이온종류 및 수용액의 이온강도와 같은 

수용액의 환경에 매우 민감하게 세공이 열리고 닫히는 밸브 역할을 한다(Fig. 22).

  

  :: CrossCross--linking agentlinking agent

Environmental insensitiveEnvironmental insensitive

:: Acrylic acidAcrylic acid
:: CrossCross--linking agentlinking agent

Environmental insensitiveEnvironmental insensitive

:: Acrylic acidAcrylic acid

Environmental sensitiveEnvironmental sensitive

Pore blocking :  chain expansion (rodPore blocking :  chain expansion (rod--like)like)

Pore opening : chain constriction (coil)Pore opening : chain constriction (coil)

:: Acrylic acidAcrylic acid

-- :: pH < 4pH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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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H > 4pH >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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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 Environmental Insensitive and Sensitive Membra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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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액중에서 그라프트된 AAc사슬의 확장 및 수축을 억제하기 위해서 가

교제를 공중합시키는 방법이 이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친수성 나일론 막에 

EGDMA를 AAc와 함께 공중합하 으며 pH변화에 따른 막투과 유속을 측정하 으며 

그 결과를 중합시 AAc 농도와 EGDMA의 농도와의 관계로 나타내었다 (Fig.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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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 Effect of pH on the Permeate Water Flux for AAc/EGDMA-g-PP 

Membranes. Transmembrane Pressure = 100 kPa.

  원래 나일론 정 여과막의 막투과 유속은 pH에 따라서 변화가 없으며 

AAc-g-Ny 막은 pH가 4이하로 감소함에 따라서 막투과 유속이 증가하기 시작

한다.  AAc 농도 10%에서 EGDMA의 농도에 따라 개질된 나일론 막의 막투과 유속은 

EGDMA의 농도가 1%미만에서 중합된 경우 pH에 민감하게 변하며 1%이상에서 중합된 

경우에는 pH에 무관하게 일정하게 되었다. Fig. 23은 AAc가 완전히 해리되는 pH 

5.8에서 유속을 나타낸 것으로 가교제의 농도 증가에 따라서 AAc사슬의 확장의 억

제됨으로 막투과 유속이 증가하게 되며 EGDMA의 농도가 1%에서 중합된 경우 최대 

유속을 나타내었으며 원래 나일론 막의 투과유속의 27.5%정도로 낮은 감소를 보

다. 그 이상에서는 세공내의 그라프트층의 두께 증가에 따라서 유속이 감소하

다. AAc/EGDMA의 부피비가 약 10인 경우 막투과 유속이 pH에 민감하지 않으며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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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유속을 나타내었다(Fig. 24). AAc의 농도증가에 따라서 즉 그라프트율의 증가

에 따라서 막 투과 유속은 50%정도 밖에 감소하지 않음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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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 Grafting Condition Resulting in pH independence on the Permeate 

Water Flux. Transmembrane Pressure = 100 kPa. 

  AAc/EGDMA-g-Ny 막의 물투과 유속에 대한 막간 압력(transmembrane pressure)의 

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압력을 50-200 kPa로 변화시키면서 실험을 하여 그 

결과를 Fig. 25에 나타내었다. 실험 압력범위 내에서 물 투과 유속은 막간

압력의 증가에 따라서 거의 선형적으로 증가하 으며, 그라프트율의 증가에 

따라서 투과율(기울기)은 감소되었다. 그림에서 기울기가 선형적으로 증가함으로 

이 압력범위 내에서 막의 변형이나 압축현상 일어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용수 및 폐수처리에 사용되고 있는 입상의 이온교환수지에서는 

상대이온은 이온교환기와 접촉하기 위해서는 수지속으로 확산되어야 하나 

이온교환 정 여과막(ion-exchange microfiltration membrane, Fig. 26)에

서는 물이 정 여과막을 통과하면서 상대 이온이 이온교환기와 접촉하므로 

상대 이온과 이온교환기의 접촉효율이 높아 흡착성능이 우수하고 막의 세정

이나 이온교환기의 재생효율도 높게 된다. AAc/EDGMA-g-Ny막은 이러한 이온

교환 정 여과막의 특성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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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5 . Effect of Transmembrane Pressure on the Permeate Water Flux 

for AAc/EGDMA-g-PP Membra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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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6. Ion-exchange Microfiltration Membr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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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온교환 용량

            AAc/EGDMA-g-Ny 막의 이온교환용량을 측정한 결과를 중합시 AAc 농도  

및 EDGMA 농도와의 관계로 Fig. 27에 나타내었다. AAc의 농도가 높을수록 그라프

트율의 증가하며 이에 따라서 이온교환용량도 증가하 다. 그러나 일정 그라프트

율 이상에서는 이온교환용량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감소하는데 이는 소수성인 

EGDMA에 의한 입체장해효과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동일한 그라프트율에

서 AAc-g-Ny 막이 AAc로 그라프트된 다른 소수성막의 이온교환용량보다 높은데 이

는 나일론막이 친수성이기 때문에 수용액중의 이온들이 AAc 관능기에 접근이 용이

하기 때문이다. AAc의 농도가 15-20%인 경우 가교제인 EDGMA의 양과는 관계없이 

모두 3 meq/g dry membrane 이상의 높은 이온교환용량을 보이며,  AAc의 농도가 

10%인 경우에는 EGDMA의 농도 2%이상이 되면 3 meg/g dry membrane 이상으로 상용

의 이온교환수지 (1 meq/g)보다 우수한 이온교환용량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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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7. Variations of Ionexchange Capacity for AAc/EGDMA-g-Nylon 

Membra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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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핵종별 결합용량평가

            AAc-g-PP, SSS-g-(HEMA-g-PP) 및 SSS-g-(AAc-g-PP) 개질막의 그라프트

율의 증가에 따라 흡착용량은 증가하 으며 이는 상용의 이온교환수지나 Nafion막의 

이온교환용량 (1 meq/g)보다 훨씬 더 높은 흡착량을 보이는 결과를 보 다(Table 8, 

9).  SSS-g-(HEMA-g-PP)의 경우에는 HEMA는 이온교환 관능기로 작용하지 않기 때문

에 약산성의 이온교환기를 갖는 SSS-g-(AAc-g-PP)보다 낮은 흡착용량을 갖는다.

Table 8. SSS-g-(HEMA-g-PP)의 흡착용량

 그라프트율(wt.%)
흡착용량

(mmol/g-membrane)

HEMA SSS 총량 Co Cs

38 24 62 0.74

39 33 72 0.55

45 31 76 0.98 0.29

Table 9. AAc-g-PP 및 SSS-g-(AAc-g-PP)의 흡착용량

 그라프트율(wt.%)
흡착용량

(mmol/g-membrane)

AAc SSS 총량 Co Cs

40 48 88 1.63

56 74 120 2.07

44 45 89 1.44

45 74 119 1.63

50 69 119 1.33 0.43

63 0 63 1.16

63 0 63 0.42

  SSS-g-(AAc-g-PP)는 AAc가 Cs보다 Co와의 흡착이 잘 일어나므로 CoCl2+CsCl 혼합

용액에서는 Co이온에 대해 높은 흡착용량을 보 다. 63% 그라프트된 AAc-g-PP막

은 Co이온에 대한 흡착용량은 1.16 mmol/g-membrane로 Cs이온의 흡착용량

(0.42  mmol/g-membrane)보다 매우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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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오일에멀젼의 분리특성

       고분자 막을 사용한 오일에멀젼의 정 여과 시 막의 오염현상은 세

공막힘(pore blocking)에 의한 내부오염과 겔층(gel layer) 형성에 의한 표

면오염으로 구분된다. 막의 세공보다 작은 오일입자가 우선 세공을 투과하

며 그 과정에서 London-van der Waals 상호작용, 전기이중층 효과, 수력학

적 인력에 의해 세공내 오일입자의 흡착이 일어나기 시작하며 세공내부가 

오일입자로 포화되면 세공이 막히게 된다. 오일입자의 크기가 막의 세공보

다 큰 경우에 오일입자가 세공의 입구를 막으며 또한 압축성 오일의 경우에

는 조작압력이 오일입자의 표면장력보다 클 때 오일입자는 변형되어 세공을 

투과하여 세공을 막게 된다[60]. 막 표면의 겔층은 세공이 막히거나 크기가 

감소되면 오일입자가 막 표면에서 합체가 일어나 형성된다[61]. 

  오일에멀젼을 정 여과 할 경우 오염 메카니즘은 일반적으로 standard 

blocking model(SBM) 및 cake filtration model(CFM)에 의해서 평가하는 연

구가 수행되었다. 이들의 연구에서 오염특성은 조업조건(압력, 농도), 막의 

재질 및 세공크기 등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 다. Koltuniewicz 등[62]은 

오일에멀젼의 고분자 및 금속막에 의한 정 여과시 초기에는 세공막힘에 의

한 내부오염이 진행되고 표면오염이 일어남을 보고하 다. Mueller 등[63]

은 세공이 큰 세라믹 막에서는 내부오염후 표면오염이 일어나며, 0.1 ㎛ 고

분자막에서는 외부오염이 계속 일어남을 보 다. 정 등은[16] 고분자 정

여과막을 사용하여 실험한 결과 100 kPa 이하에는 CFM, 150 kPa 이상에서는 

SBM이 잘 적용됨을 보 다. 

  본 연구에서는 관형의 소수성 PP막을 방사선 전조사 방법에 의해 HEMA 

(2-hydroxyethyl methacrylate)로 그라프 공중합시켜 친수화된 개질막을 이용하여 

오일에멀젼용액을 십자형 흐름(crossflow) 공정에 의한 정 여과시 오일에멀젼 

농도, 계면활성제농도, 조업압력에 따른 개질막의 성능을 평가하 으며 그

라프트율의 변화에 따라 막 오염현상을 여과모델식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가) 실  험

       (1) 재료 및 시약

           본 연구에서 기재로 사용된 정 여과막은 독일 Akzo Nobel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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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제조된 관형의 PP 막으로 직경은 5.5 mm 이고 두께가 1.55 mm인 Accruel 

PP V8/2 HF 막을 사용하 다. 그라프트에 사용된  친수성 모노머인 HEMA와 

용매인 메탄올은 Junsei chemical사 제품으로 정제없이 사용하 고 금속염

은 Wako pure chemical사 제품의 FeSO4․7H2O를 사용하 다. 오일 에멀젼의 

제조에 사용된 오일은 n-dodecane(Fluka)이고 물은 Millipore사의 초순수 

제조장치인 Milli Q로 여과된 것을 사용하 다. 계면활성제는 음이온 계면

활성제인 SDS(sodium dodecyl sulfate, Sigma Chemical Co.)를 사용하 다. 

       (2) 실험장치

           본 연구에서는 개질막에 대한 십자형 흐름의 막분리 공정 수행

시 조업변수에 따른 오일에멀젼의 오염특성 평가 실험을 위해서  Fig. 28과 

같이 crossflow membrane filtration unit를 설치하여 십자형 흐름에서의 

관형 막에 대한 여과실험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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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8. Schematic diagram of Microfiltration crossflow experiment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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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용액은 2 L크기의 저장조로 부터 펌프를 통하여 막모듈에 공급되었

다. 저장조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항온조를 사용하 다. 압력과 

유속의 조절은 압력게이지, 유량계 및  압력조절 밸브를 사용하 으며, 막

모듈을 통과한 농축액(retentate)은 저장조로 순환시켰으며, 투과액은 전자

저울을 사용하여 조업시간 별로 투과량을 측정한 후 공급액 저장조로 순환

시켜 원료용액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 다.

       (3) 실험방법

         (가) 막표면 개질

              관형 PP막을 11 ㎝로 절단하여 무게를 측정한후 50 kCi-Co60 

γ-ray 선원(AECL type C-180)을 이용하여 공기 중 상온에서 총 조사량를 1 

Mrad, 3 Mrad로 조사하 다. 반응기에 용매인 메탄올과 친수성 모노머인 

HEMA를 넣었고, 반응중에 생성되는 호모폴리머의 생성을 억제하기 위해 5.0

×10-3 M의 금속염(FeSO4․7H2O)를 첨가하 다. 반응기내의 산소를 제거하기 

위해 질소가스로 10분간 bubbling한 후 조사된 PP막을 넣고 다시 10분간 

bubbling한 후 봉하여 50 ℃에서 4시간 동안 그라프트 반응을 하 다. 그

라프트 반응 후 잔류 모노머와 호모폴리머를 제거하기 위해 그라프트한 막

을 초순수에 반복 세척하고 감압 건조하여 무게를 측정하 다. 무게변화로

부터 다음 식을 이용하여 그라프트율을 계산하 다.

Degree  of  graft(%)=
Wg-Wi
Wi

×100

여기서 Wg와 Wi는 각각 그라프트된 PP막의 무게와 본래 PP막의 무게를 나타

낸다.

         (나) 막 투과 실험

              실험은 막의 압 현상을 방지하고 정상상태의 조건을 유지하

기 위해 2시간 동안 낮은 압력(10 psi이하)에서 운전 후 수행하 다. 본래

의 PP막은 수용액이 투과 되지 않기 때문에 메탄올에 충분히 함침시킨 후 

사용하 고, HEMA에 의해 그라프트된 막은 물에 충분히 적신 후 사용하

다. 공급용액은 2 L를 제조하여 사용하 으며, 투과액 내 오일 에멀젼과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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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활성제의 농도 분석을 위해 조업시간 경과에 따라 10 ㎖ 씩 시료를 채취

하 다. 실험은 그라프트율에 따라 각각의 변수(압력, 유속, dodecane 농

도, SDS 농도)에 대해 수행되었으며, 모든 실험에서 온도는 25 ℃로 유지하

다.

         (다) 분석

              오일 에멀젼은 초음파 유화기(Ultrasonic Homogenizer 4710 

Series, Cole Parmer)를 이용하여 제조하 으며 오일입자의 크기는 Coulter 

Multisizer( Model V.C.U. VWⅡ, Coulter Electronics Ltd.)를 사용하여 분

석하 다. 오일 에멀젼의 부피평균(volume average)크기는 2.5 ㎛, 수평균

(number average)은 1.68 ㎛ 다(Fig. 29). 

  투과액중의  n-dodecane의 함량은 시료 10 ㎖에 dichloromethane 10 ㎖를 

넣은 다음 충분히 혼합 후 정치시켜 비중이 큰 유기층에 포함된 n-dodecane

을 Gas Chromato- graph(SHIMADZU  GC-14A)를 사용하여 분석하 다. 투과액

중의 SDS의 함량은 100 ppm 미만이 되도록 희석한 후 Titrator(702SET/MET 

Titrino, Methrohm사)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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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9. Particle size distribution of oil emul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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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결과 및 고찰

       (1) 그라프트 공중합

           총선량을 1 Mrad와 3 Mrad가 되도록 공기중에 전조사한 PP막에 

친수성 모노머인 HEMA의 농도를 5에서 20%로 변화시키면서 50 ℃에서 4시간 

반응시킨 후 측정한 그라프트율을 Fig. 30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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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0. Degree of HEMA grafting as function of HEMA concentration and 

pre-irradiation dose.

  HEMA의 그라프트 중합시 용매로는 물, 메탄올, 물/메탄올 혼합용매가 주

로 사용되고 있다[64,65]. 본 연구에서는 용매로 메탄올을 사용하 다. 소

수성 PP막은 물과는 친화력이 없는 반면에 메탄올에 의해 충분히 젖게

(wetting) 되어 중합시에 막 전체에서 동시에 그라프트 반응이 일어나 균일

하게 개질된 막을 얻을 수 있다. 또한 HEMA는 메탄올에 용해성이 좋기 때문

에 기재 폴리머의 라디칼에 접근이 용이하다. 메탄올을 용매로 사용한 경우 

HEMA의 농도 증가에 따라서 그라프트율은 거의 선형적으로 증가하 다. 

HEMA의 농도가 높으면 저 농도에 비해  PP막의 팽윤성이 커서 HEMA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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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용이해지기 때문에 그라프트율은 상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총선량에 

의한 그라프트율의 차이는 생성되는 라디칼 수에 의한 것이다. 실험범위 내

에서 최대 그라프트율은 HEMA 농도 20 vol %에서 1 Mrad로 조사된 경우 

70%, 3 Mrad로 조사된 경우에는 190% 다.  

       (2) 물 투과속도

           PP막의 경우 낮은 표면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극성이 높은 

물과 젖음성이 없어 높은 압력에서도 물이 투과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경우 

친수성 모노머로 그라프트 중합한 막의 물 투과 속도는 증가하게되며, 그라프트

율에 따라 물 투과 속도는 크게 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66]. Fig. 31에 

그라프트율 변화에 대한 투과량 변화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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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 Effect of degree of graft on the pure water permeation flux 

for HEMA-g-PP membranes.

  HEMA에 의해 그라프트된 PP막의 경우 그라프트율이 증가함에 따라 물 투

과속도는 크게 증가하여 130% 그라프트율에서 최대 투과속도(757 L/m
2
hr)를 

나타내었고 이후에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이와 같은 결과는 그라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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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의 증가로 인해 막표면 특성(친수성)과 기공구조의 변화에 의한 것으로 

설명된다. 투과속도가 증가하는 이유는 그라프트율의 증가에 따라 세공크기

의 감소나 막두께의 증가에 의한 향보다는 친수화의 증가에 의한 향이 

더 크기 때문이며, 투과속도의 감소현상은 세공크기의 감소나 증가된 막두

께에 의한 막저항의 증가가 친수화에 의한 향보다 더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그라프트된 PP막의 물 투과속도에 대한 막간압력(transmembrane pressure)의 

향을 살펴보기 위해 막간압력을 10 psi에서 35 psi로 변화시키면서 실험을 

하 다. 실험 압력범위 내에서 물 투과속도는 막간압력의 증가에 따라서 거의 

선형적으로 증가하 고, 그라프트율이 증가함에 따라 친수화의 증가로 인하여 

투과도의 증가가 관찰되었다(Fig.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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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 Effect of pressure on the pure water permeation flux for 

HEMA-g-PP membra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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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오일 에멀젼 투과속도

           HEMA로 그라프트된 막의 그라프트율에 따라 투과속도의 변화를 

조사하 으며 그 결과를 Fig. 33에 나타내었다. 각각의 막은 초기 30분 이

내에 급격한 투과속도의 감소를 보 으며 그후 완만하게 감소하 다. 그라

프트율이 증가할수록 초기에 더욱 급격한 투과속도의 저하를 나타내었다. 

이것은 그라프트율이 낮을수록 친수화가 덜 되고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투

과속도가 더 낮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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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 Permeation flux as function of time for HEMA-g-PP membranes 

(42 L/hr, 30 psi, and 1000 ppm n-dodecane).

  Fig. 34에 n-dodecane 1000 ppm인 조건에서 압력의 변화에 따른 막 투과 

속도 및 투과액의 오일 배제율을 나타내었다. 압력이 15 psi와 30 psi 일 

때 모두 초기 30분 이내에 급격한 투과속도의 저하를 나타내었고 그 후에는 

완만한 투과량의 감소를 보 다. 초순수에 대한 투과실험에서와 마찬가지로 

압력변화에 대해서는 선형적인 증가를 보 으나 유속의 증가(NRe = 1245 ∼ 

2904)에 대해서는 약간의 투과속도의 증가를 보 을 뿐 거의 일정하게 관찰

되었다. 이는 실험이 수행되어진 범위가 막의 세공크기나 두께 등을 고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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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압력지배범위(10∼30 psi)에서 수행되어진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지

며 따라서 유속의 향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압력이 30 

psi일때 투과용액에 대한 오일 에멀젼의 제거율은 모두 99.5%이상으로 나타

났다. 또한 여러 가지 조업조건(그라프트율, 압력, 유속, dodecane 농도)의 

변화에 관계없이 n-dodecane의 제거율 역시 모두 99.5%이상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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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 Effect of transmembrane pressure of permeation flux and oil 

rejection for 130% HEMA-g-PP membrane (42 L/hr, 1000 ppm 

n-dodecane).

  그라프트율이 130%인 막에 대하여 오일의 농도변화에 따른 투과속도의 변

화를 Fig. 35에 나타내었다. n-dodecane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투과속도

는 초기에 급격한 감소를 보 으나 30분 이후에는 약간 감소되거나 일정하

게 유지되는 경향을 보 다. 오일의 농도가 적을수록 투과속도의 감소가 오

래 지속되었으며 5000 ppm이상의 농도에서는 농도를 증가시켜도 투과속도는 

거의 향이 없었다. 오일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투과속도가 더욱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은 농도의 증가로 인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오일입자가 세공 내

부에 오염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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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 Effect of time on the oil-emulsion flux for 130% HEMA-g-PP 

membrane (42 L/hr, 30 psi).

       (4) 계면활성제의 향

           분리막에 의한 에멀젼의 분리성능은 에멀젼의 크기나 표면성질

에 의해서 매우 다른 특성을 나타낸다[67]. 본 실험조건에서 사용된 오일에

멀젼의 평균입경은 부피 평균 2.5 ㎛로 측정되었으며, 이때 용액의 pH는 

5.7∼6.0이고 제타전위(zeta potential)는 -50 ∼ -55 ㎷ 이었다. 오일에멀젼 

용액에 SDS를 100 ppm에서 임계미셀농도까지 변화시켜 주입하면 에멀젼의 

제타전위는 -65 ∼ -95 ㎷로 변화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이는 Nabi[67]에 

의해서 측정된 값과 거의 유사한 값을 보 다. 오일에멀젼의 분리시 계면활

성제의 향을 조사하기 위해서 막의 표면특성이 다르도록 처리한 2가지 종

류의 막을 이용하여 오일에멀젼 용액에 계면활성제(SDS)의 첨가여부에 따라 

투과속도와 제거율을 측정하 으며, 이 결과를 SDS를 첨가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Fig. 36에 나타내었다. 실험은 메탄올에 충분히 함침시켜 전처리

한 PP막(MeOH-p-PP막)과 130%의 그라프트율을 갖는 HEMA-g-PP막을 사용하

으며 막간차압은 30 psi로 일정하게 유지하 고, 오일 및 SDS의 농도는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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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1000 ppm과 2000 ppm으로 유지하 다. 오일에멀젼 용액에 대한 투과실험

에서 HEMA-g-PP막의 투과속도는 약 60분 정도까지 감소한 후 일정한 투과속

도를 유지하 으며, 반면에 MeOH-p-PP막은 지속적인 투과속도의 감소를 보

여 HEMA를 이용한 그라프트에 의한 친수화가 막오염 저감효과를 가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SDS를 포함한 오일에멀젼 용액의 막 투과속도는 막

의 표면처리 방법에 따라 매우 다른 결과를 나타내었다. MeOH-p-PP막의 오

일에멀젼용액에 대한 투과속도는 375 L/m
2
 hr에서 225 L/m

2
 hr로 변화되었으

나 SDS가 혼합된 에멀젼 용액에 대해서는 540 L/m2 hr에서 425 L/m2 hr로 변

화되어 더 높은 투과속도 증대효과를 보 고, 막오염도 감소됨을 알 수 있

다. 그러나 HEMA-g-PP막의 투과속도는 오일에멀젼 용액에 대해서 572 L/m
2
 

hr에서 290 L/m2 hr로 변화하 으며 SDS의 혼합 에멀젼용액에 대해서는 거의 

10 L/m
2
 hr의 매우 낮은 투과 특성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Fig. 37

에 나타낸 개념도로부터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오일에멀젼 용액에 

첨가된 SDS의 일부가 오일 에멀젼의 표면에 흡착하게 되면 안정한 형태의 

에멀젼을 형성하게 되며 오일 에멀젼에 흡착하지 못한 SDS는 용액내에 분자

형태로 존재하게 된다. MeOH-p-PP막의 경우 SDS에 의한 투과속도 상승효과

는 SDS에 의해서 안정화된 에멀젼이 오일에멀젼보다 더 높은 표면 전하를 

갖게 되어 에멀젼에 의한 막오염을 감소시키고 에멀젼에 흡착하지 못한 계

면활성제 분자는 막을 투과하게 되어 투과속도가 증가되는 것으로 생각된

다. 그러나 HEMA-g-PP막의 경우 투과속도의 감소현상은 에멀젼에 흡착하지 

못한 계면활성제 분자가 막표면 및 세공내에 그라프트된 HEMA와의 상호작용

에 의한 결합에 의해서 막의 세공크기가 줄어들고 계면활성제 분자에 의해

서 세공의 부분적인 피복(coverage)현상을 야기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

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SDS의 제거율의 결과(Fig. 36)로부터도 일치됨을 

알 수 있다. MeOH-p-PP막에 의한 SDS의 제거효율은 조업초기에 8%로서 대부

분이 막을 투과하지만 조업시간 경과에 따라 상승하기 시작하여 30분 경과

후에는 17%의 제거효율로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HEMA-g-PP막은 초기에 

12%의 SDS 제거율을 보 으나 조업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30%이상으로 증가

하 다. 이와 같은 결과는 MeOH-p-PP막에 비해 오염정도가 훨씬 더 크기 때

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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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original PP membrane and 130% HEMA-g-PP membrane(42 L/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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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 Schematic representation of the interaction between oil-emulsion 

and original membrane and modified membr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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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거효율

           HEMA 130%로 그라프트된 막의 Oil 1000 ppm에 대한 압력 30 psi

에서의 oil의 제거율을 Fig. 38에 나타내었다. 분석결과 제거율은 모두 

99.5%이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래의 PP막과 HEMA로 그라프트된 막 모두 

여러 가지 조업조건(그라프트율, 압력, 유속, dodecane 농도)의 변화에 관

계없이 n-dodecane의 제거율은 99.5%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막의 세공크

기에 비해 오일 에멀젼의 입자크기(0.765 ㎛ 이상)가 훨씬 더 큰 것에 기인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SDS 2000 ppm에 dodecane의 농도를 변화시켜 가며 시간에 따른 배제율을 

분석한 결과 또한 Fig. 38에 나타내었다. dodecane이 함유되지 않았을때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배제율이 감소하 으나 dodecane이 함유되었을때는 

시간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dodecane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배제율은 증가하 는데 이는 오일에멀젼 형성시 미셀 형성에 SDS가 소요되

었기 때문이라 추정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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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8. Dodecane rejection and SDS rejection for PP membrane grafted 

with HEMA 130%(42 l/hr, 30psi, n-dodecane 1000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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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9에 다양한 dodecane과 SDS의 농도변화에 따른 정상상태에서의 

dodecane 농도의 함수로서 SDS의 배제율을 나타내었다. SDS가 2000 ppm 일 

때는 배제율 변화가 거의 없었으나 SDS가 2000 ppm 이하일 때는 배제율이 

dodecane 농도 증가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하 다. 이는 SDS의 미셀 형성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SDS의 농도가 CMC이하이고 dodecane의 농도가 

낮을수록 미셀을 형성하지 못한 monomer가 더욱 많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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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9. Variation in SDS rejection vs. dodecane concentration for PP 

membrane grafted with HEMA 130%(42 l/hr, 30psi) 

       (6) 막오염 평가

           방사선 조사에 의한 막의 개질법은 높은 에너지에 의해 다공성

막의 표면뿐만 아니라 세공내부에도 그라프트되어 막의 특성을 변화시킨다. 

개질막은 그라프트율에 따라 표면 친수화도 및 세공크기 등이 변화되어 오

일에멀젼의 분리시 오염특성도 변화될 것이다.  막세공내 오염 현상은 대부

분 미세한 세공내에서 진행되므로 오염물을 제거하기 매우 어려워 비가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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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standard pore blocking(세공크기 감소)과 complete pore blocking(세

공수 감소)등을 이용해서 설명할 수 있다[68,69]. 이러한 이론은 Dead-end 

형태의 정 여과막 오염현상을 해석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나, 최근 Huang 등

[70]에 의해 십자형 흐름 형태의 막오염 해석에도 적용되어져 왔다. 막표면

에 형성된 케이크에 의한 오염은 가역적으로 상당부분 원상태로 회복이 가

능하며 cake filtration medel을 적용해 설명할 수 있다[68,69]. 막오염의 

형태를 평가하는 여과모델은 Darcy의 법칙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Q
A
=
1
A

dVf
dt
=

△P
μ0(Rm+Rc)  (1)

이때 Q는 투과된 유속, A는 외부 막 표면적, Vf는 축적된 부피, t는 시간, 

μ0는 용액의 점도, Rm은 내부오염을 포함하는 막저항, Rc는 외부오염에 의

한 케이크 저항이다. 투과속도는 단위면적당(J=Q/A) 유속으로 정의된다. 막

의 세공내부에서 발생하는 내부오염은 식(1)의 막저항 Rm을 야기시킨다. 내

부 오염을 설명하기 위해 standard blocking model(SBM)이 이용될 수 있다. 

SBM은 단위면적당 세공의 수는 일정하고 세공의 직경이 감소함으로서 오일

이 세공 벽을 따라 흡착된다고 가정한다. 또한 오염에 의한 세공의 부피변

화는 투과 부피에 비례한다고 가정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t
Vf
=KSBMt+

t
Q 0   (2)

여기서 KSBM=4CSBM/AN 0πld
2
0이다. SBM 상수인 CSBM 단위여과 부피당 세공에 

흡착된 용질의 부피이다. 

  막표면에 형성된 케이크에 의한 오염은 조업시간 경과에 따라 증가한다고 

가정하여 다음과 같이 CFM을 적용할수 있다[68]. 

 
t
Vf
=KCFMVf+

1
Q 0  (3)

이때 KCFM=μ0CCFMρ 0/(2A
2
ΔP)이며 CCFM은 CFM상수이고ρ0는 투과되는 단위 

부피당 흡착되는 케이크의 질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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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일에멀젼에 의한 막오염 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세공내 오염모델인 

SBM과 분리막 표면의 케이크 오염 모델인 CFM의 적용성을 검토하 다. 

  그라프트율의 변화에 따른 SBM의 적용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t에 따른 

(t/V)의 관계를 Fig. 40(a)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조업

초기에 짧은 시간 동안 t와  (t/V)가 선형적인 관계를 나타내므로 SBM의 적

용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그라프트율이 증가함에 따라 내부오염이 더 오

랜 시간 진행됨을 보여주며 그라프트율이 130%일 때는 약 90분, 60%일때는 

약 30분, 27%일때는 20분 정도의 내부 오염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여졌다. 

이와 같이 그라프트율이 낮은 경우 보다 신속하게 막표면 오염으로 전환되

고 그라프트율이 높은 경우 더 오랫동안 내부오염이 진행되는 것은 그라프

트율에 따른 막의 투과속도와 관계가 있다. 막투과 실험에서 보여지는 것처

럼 그라프트율이 증가함에 따라 막투과속도는 일정수준(그라프트율 130%)까

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것은 투과속도에 향을 미치는 투과도가 

기공크기나 막두께에 의한 향보다는 친수화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

다. SBM에 의한 적용시간이 지난 후에는 V에 대한 (t/V)에 의해 막 오염 현

상을 해석하는 CFM을 적용할 수 있다. Fig. 40(b)에 보여지는 것처럼 각각

의 막 모두 선형적인 관계를 보 으며 특히 그라프트율이 낮을수록 급격한 

기울기의 증가를 보 는데 이러한 현상은 케이크에 의한 저항이 증가됨을 

의미한다. 

  또한 오일 농도에 따른 오염현상을 조사하기 위하여 SBM을 적용하여 Fig. 

41(a)에 나타내었다. Fig. 41(a)에 보여지는 것처럼 오일 농도가 낮을수록 

더 오랫동안 t에 대한 (t/V)가 지속적인 선형관계를 나타냈다. 오일 농도 

1000 ppm일때는 약 90분 까지 내부오염이 지속되었으며 5000 ppm에서는 약 

25분 정도의 내부오염이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SBM 적용시간이 지난 

후 CFM을 적용하 을 때 모두 V에 대한 (t/V)가 선형적인 관계를 보여준다

(Fig. 42(b)). 이와 같이 오일 농도가 증가할수록 더 빨리 막표면 오염으로 

전환되는 것은 더 많은 오일 입자가 세공벽 이나 세공 입구에 흡착되기 때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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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40. Standard blocking model(a) and cake filtration model(b) 

according to the degree of graft HEMA-g-PP membrane(42 L/hr, 

30 psi, 1000 ppm n-dodec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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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41. Standard blocking model(a) and cake filtration model(b) 

according to the variation of n-dodecane concentration for 

130% HEMA-g-PP membrane (42 L/hr, 30 p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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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력 변화에 따른 투과량의 변화를 SBM과 CFM을 적용하여 해석하 을 때 

압력이 높을수록 더 오랫동안 내부오염이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압력

이 30 psi일 때 90정도까지 내부오염이 진행되었으나 15 psi일 때는 약 20

분 후 외부오염으로 전환되었다. 이와 같이 압력이 높을수록 더 빨리 세공

오염에서 표면 오염으로 전환되는 것은 농도 증가의 향에서와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더 높은 압력으로 인해 오일입자의 더 많은 수가 세공내부로 들

어가고 이로 인해 막의 세공내부가 더 빨리 오염되는 것에 기인한다. 농도 

및 압력에 대한 이러한 현상은 Mueller[68]에 의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 

3. 결과 요약

  가. 친수화

      소수성 PP막에 친수성인 HEMA 및 AAc를 도입할 수 있는 최적 그라프

트조건을 도출하 으며 1000 ppm 오일에멀젼 용액을 유속 42 L/h, 조업압력 

30 psi로 하여 시간에 따른 플럭스를 측정한 결과 HEMA-g-PP막은 순수 PP막 

보다 평균 2.5배의 막 오염이 저감효과를 보 다 

  나. 관능화

      친화된 PP막에 관능기인 SSS의 최적 그라프트 조건을 얻었으며 Cs 및 

Co의 흡착용량은 각각 1.63 및 2.07 mmol/g dry membrane로 상용의 이온교

환수지나 Nafion막의 이온교환용량(1 meq/g dry membrane)보다 훨씬더 높은 

흡착량을 보 다. 친수성인 나일론 막에 관능기인 AAc와 가교제인 EGDMA를 

동시에 그라프트 공중합을 하여 막투과 유속이 pH 변화에 변하지 않는 중합

조건을 확립할 수 있었으며 이온교환용량은 3 meq/g dry membrane 이상으로 

매우 높았다. 방사성 핵종으로는 Co와 Cs 이온(50 ppm), 에멀젼으로는 2.0㎛ 

이하의 오일에멀젼(250 ppm) 용액을 제조하여 SSS-g-(AAc-g-PP)막에 의한 

제거한 결과에 의하면 그라프트율의 증가에 따라 핵종의 제거효율은 증가하여 

그라프트율이 약 90%인 경우 Co와 Cs 모두 90% 이상의 제거율을 보 으며 

에멀젼의 경우 모든 그라프트 조건에서 99%이상의 제거성능을 보 다.

  다. 오일에멀젼의 분리특성

      관형의 소수성 PP막을 방사선 전조사 방법에 의해서 친수성 모노머인 

HEMA를 이용하여 개질시키고, 개질막을 이용하여 오일에멀젼 용액을 십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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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 공정에 의한 정 여과시 오일 에멀젼 농도, 계면활성제 농도 및 조업

압력에 따라 막투과속도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 다. 또한 그라프트율과 

오일 에멀젼의 농도에 따른 막오염현상을 SBM과 CFM을 적용하여 평가하

다. 개질막에 따른 물투과 속도는 130% 그라프트율에서 최대 투과속도를 나

타내었다. 오일 에멀젼 용액의 투과속도는 조업초기 30분 이내에 급격히 감

소하 으며, 그라프트율과 압력이 증가 할수록 초기 투과속도의 감소율은 

더 크게 나타내었다. 계면활성제를 포함한 오일 에멀젼 용액의 막투과 속도

는 막의 표면 특성에 따라 매우 다른 결과를 나타내었다. 메탄올 처리한 본

래막은 SDS의 주입에 의해서 투과속도는 크게 증가하 으나  HEMA-g-PP막은 

에멀젼에 흡착하지 못한 계면활성제 분자가 막표면 및 세공내에 그라프트된 

HEMA와의 상호작용에 의한 오염이 야기되어 투과속도가 크게 감소됨을 알 

수 있었다. 막오염 현상을 평가한 결과 그라프트율이 증가함에 따라 내부오

염이 더 오랜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오일농도가 증가할수록 내부오염에서 

외부오염으로의 전환이 더 빨리 일어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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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전기여과막 기술

  1. 개요

     여러 가지 산업 분야에서 발생되는 현탁액으로부터 미세한 입자 및 거대 

분자들의 분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장치가 비교적 간단하

고 처리효율이 우수하며 에너지 소비가 작은 분리막 기술을 이용하는 공정

이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한외여과 및 정 여과의 출현으로 10 ㎛ 보다 작은 

여러 종류의 콜로이드 분산체, 입자 및 용질이 분리는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게 되었다. 막분리는 Table 10에 수록한 바와 같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

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막 오염 현상은 많은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발생

하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45]. 분리막으로 미세한 입자를 포함하는 현탁액

을 처리하는 경우 미세입자 및 유기성 불순물 등에 의한 막오염 및 농도 분

극화 현상이 필연적으로 발생하여 투과유속의 감소와 막수명의 단축이라는 

문제점을 동반하게 된다[37,78,84].

Table 10. Some applications of membrane separation

Industry Example of application

Water treatment

Pharmaceuticals

Biotechnology

Food processing

Beverage production

Oil industry

Electronics

Nuclear industry

Purification of brackish and sea water

Clarification of fermentation products e.g. 

antibiotics and vaccines

Cell concentration

Production of sauces and curds

Production of potable liquids e.g. beer

Secondry oil recovery

Production of ultra-pure water for the 

manufacture of semiconductors

Removal of waste material from uranium m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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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여과에 사용되는 폴리프로필렌(PP) 다공성 분리막의 경우 산, 알칼리

에 대한 내화학성 및 기계적 성질이 우수하며 다른 고분자막에 비해 상대적

으로 높은 열적 안정성을 지니고 있으나 막의 소수 특성 때문에 일부 역

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PP 정 여과막을 폐수처리 등의 산업에 적

용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은 유기물 등의 흡착에 의한 막의 오염 때문에 운전

시간 경과에 따라 막 투과 플럭스의 감소를 초래하여 공정의 성능을 감소시

키는 것이다.

  막의 오염을 제어하기 위해서 여과 막의 친수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연

구되고 있다. 이러한 몇 가지 방법 중에서 외부 전장을 가해줌에 의한 막 

오염의 제어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의 결과는 현저한 

막 투과 효과의 증가가 얻어졌음을 보고하고 있다[38-43].  

  막 투과 플럭스에 대한 전기장의 효과는 주로 전기 이동, 즉 인가된 외부 

전기장의 향 하에서 이루어지는 입자의 이동에 기초를 두고 있다. 전기장

은 하전된 입자의 진행방향에 향을 미침으로 인해 입자가 여과막으로 침

적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 수용액 상에 분산된 무기 오일과 같은 대부분

의 물질들은 음의 전기이동에 의한 이동성을 가지므로 양으로 하전된 전극

으로 이동하게 된다.

  전기장은 폐액의 여과 시에 비교적 흔히 적용될 수 있으나 아직까지도 폐

액의 여과에 있어서 플럭스에 미치는 전기장의 효과에 관한 연구는 광범위

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오일 에멀젼과 같은 오일 함유 폐액의 

정화에 대한 전기장의 효과는 극히 일부에서만 연구가 수행되고 있을 뿐이

다[3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조사로부터 입수한 그대로의 PP막과 표면 개질한 

PP막을 사용한 오일 에멀젼 폐액의 전기여과 시 투과 플럭스에 대한 전기장

의 효과 및 플럭스의 향을 주는 주요 인자들로써 막간차압, 유속, 오일 

및 계면활성제 농도의 향을 동시에 고찰하 다.

2. 이론적 고찰

   교차흐름 전기여과는 전기장이 가해진 교차흐름 여과로써 이론적으로 고

찰할 수 있다[71]. 교차흐름 전기여과 플럭스에 향을 주는 인자는 통상의 

교차흐름 여과에서 향을 주는 인자들과 동일하지만 이 경우에 있어서는 



- 84 -

외부에서 가해진 전기장이 전기적 향을 미치게 된다. 이들 향 때문에 

교차흐름 유속과 같은 일부 인자들은 통상의 교차흐름 여과와는 다르게 전기여

과에 있어서의 플럭스에 향을 미칠 수 있다. 전기적 효과들은 액체에 대한 하

전된 입자나 콜로이드의 움직임으로 정의되는 전기이동(electrophoresis) 

및 막 혹은 여과 게이크/겔 등과 같은 고정되어 있으면서 하전된 표면에 대

한 액체의 움직임으로 표현되는 전기 삼투(electro-osmosis) 등의 동전기적 

현상을 포함하고 있다. 기타 다른 전기적 효과는 전극에서의 전기화학적 반

응의 발생과 Joule 가열 등[55]이 있지만 막 여과에 있어서 이들 효과에 관

한 정보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가. 동전기적 효과

      전기장은 하전된 입자 및 콜로이드의 궤적에 향을 주며 따라서 격

막에 이것들이 침적되지 않도록 하는 작용을 할 수 있다. 이것을 전기이동이

라고 부른다. 만약 격막이 하전된 기공벽을 가지고 있다면 기공 내에 과잉의 

상대 이온들이 존재할 것이다. 이들 상대 이온들은 인가된 전기장하에서 움직

일 것이며 동시에 용매(물)를 끌고 오게된다[72].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물의 플

럭스를 전기 삼투 흐름(electro-osmotic flow)이라고 부른다.

  동전기적 거동은 하전된 표면과 전해질 용액 사이의 전단 표면(surface 

of shear)에서의 전위에 의존한다[42]. 이 전위를 제타 전위(ζ)라고 부르

며 전해 용액의 pH와 이온 강도 등의 성질에 의해 향을 받는다. 그러나 

이온강도의 증감에 따른 어떤 물질이 갖는 제타 전위의 상당한 증감은 주로 

매우 낮은 전기전도도에서 관측된다[46]. 제타 전위는 알려진 전기장의 세

기(electric field strength, E)를 사용하는 인가된 전기장에서 입자나 콜

로이드의 속도(vp)를 측정함으로써 결정될 수 있다.

  전기장의 세기는 전기여과공정의 설계 및 모델링에서 중요한 인자중 하나

이다. 평판형 계에서 전기장력, E는 다음과 같은 정의에 의해 용이하게 계

산된다.

E =
Φ
L (1)

여기서 Φ는 전위(볼트)이고 L은 전극사이의 거리이다. 그러나 관형 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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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식은 변형되어져야 한다. 두 개의 동축 실린더 사이에 분포되는 전기장

의 세기는 다음 식으로 계산될 수 있다[54].

E =
( Φ o- Φ i)

r log e ( r o/ r i)  (2)

여기서 Φo는 외부 전극에서의 전위, Φi는 내부 전극에서의 전위, r은 방사

상 좌표, ro는 외부 전극의 반경이고 ri는 내부 전극의 반경이다. 일부 저자

들에 따르면 전기장의 세기는 전극-용액 계면에서 전위의 강하(과전위)를 모르

기 때문에 계산할 수 없다고 보고하고 있다[71,74]. 따라서 E는 명확한 값

들인 전류(I), 전해조의 치수 및 전해용액의 전기전도도(λ0)로부터 Ohm의 

법칙에 따라 계산되어진다.

E =
I
λ 0 (3)

  전기 이동도(electrophoretic mobility, up)는 속도를 전기장의 세기로 나

누는 식으로 유도되며, 제타 전위는 입자가 전기 이중층과 비교해서 클 때 

소위 Smoluchowski 식에 따라 변형된다. 이 식은 수용성 매질 내의 입자에 

대한 모든 경우에 유용하다[73].

u p =
ν p
E

=
εζ
η (4)

여기서 ε은 전해질의 유전율이고 η는 점도이다.

  수용성 매질과 접촉하는 표면은 양으로 하전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음으로 

하전(액체 내에서 음의 제타 전위)되어 있다. 이것은 통상적으로 양이온이 

음이온에 비해 더욱 수화됨으로써 벌크 수용성 매질에 존재하려는 경향이 

큰 반면에 더욱 작고 덜 수화되고 더 분극화된 음이온들은 선택적으로 흡착

되는 경향이 크다는 사실을 보여준다[73]. 물에 부유된 탄화수소 기름 방울 

및 공기 방울조차도 음의 전기 이동도를 가지며 이와 같은 순 음전하는 음

이온의 흡착으로 설명된다. 입자들이 통상적으로 음으로 하전되어 있다할지

라도 anatase(이산화 티타늄)과 같은 일부 입자들은 저 pH에서 양으로 하전

된다[48,75]. 단백질은 COO-와 NH3
+로 나타나는 카르복시기 및 아미노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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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화를 통해 주로 pH 의존성 전하를 갖는다. 저 pH에서 단백질 분자는 양

으로 하전되는 반면에 고 pH에서는 음으로 하전된다. 미생물 세포는 음의 

제타 전위를 나타내지만 유기체의 형태 및 성장 조건 등에 따라 크게 다르

다[46]. 효모 Saccharomyces cerevisiae의 세포는 효모 세포벽의 외층에 함

유된 높은 phosphomannan으로 인하여 정상 발효 조건 하에서 높은 음 전하

를 갖는다[37].

  격막의 활성층 자체가 하나의 전극이라면 격막 기공을 교차하는 순 전위

는 없고 전기 삼투 현상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격막 지지체가 하나의 

전극이거나 외부 전극이 사용된다면 격막 기공을 교차하는 전위가 발생하고 

전기 삼투 현상도 예상될 수 있다. 전기 삼투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플럭스 

증진에 관하여 보고된 최상의 값은 플럭스의 15%[53] 및 19%[41] 이다. 전

기 삼투의 결과로써 플럭스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격막 제타 전위는 입자의 

것과 동일한 부호를 갖아야만 한다. 고 pH에서 대부분의 고분자 및 세라믹 

막은 대부분의 경우 음으로 하전된다는 사실이다. 격막 표면에 케이크 층이 

형성되면 격막은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이 케이크는 전기 삼투를 유발시

킬 수 있다. 다공성 매체의 제타 전위 또는 전기 삼투 이동도(ue)는 인가된 

전기장의 세기(E)와 함께 하전된 격막 기공 또는 하전된 케이크를 통한 전

기 삼투 유속(νe)을 측정함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u e =
ν e
E (5)

미세 다공성 격막에서 전기 삼투 속도 측정을 위한 간단한 장치[76]는 문헌

상에 기술되어 있다. 격막의 제타 전위는 격막을 통한 압력 강하에 의해 생

성되는 흐름 전위(streaming potential)의 측정[77], 전기 점성 효과[72]를 

사용함에 의해서 또는 격막과 동일한 재질로 제조된 입자에 대한 전기 이동 

측정[78]을 수행함으로써 결정될 수 있다. 후자의 방법은 케이크의 전기 삼

투 이동도가 결정되어야 할 때에도 사용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전기 여과

에 있어서 인가된 전기장의 세기는 격막 표면에 케이크가 생성될 수 없을 

정도로 높다. 케이크는 물질 표면에서 전하들의 극성이 서로 다를 때 형성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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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전기화학적 반응

     전기 이동 및 전기 삼투와는 별도로 전기여과에 있어서는 전기화학적 

반응과 같은 다른 효과들이 발생된다. 전기화학적 반응은 전극으로 또는 전

극으로부터의 전하의 이동을 포함하는 화학 공정이다. 음극에서는 안정한 

화학종들이 전극으로부터의 전자 이동에 의해 환원된다. 세가지 기본적인 

반응 즉, 화학반응, 흡착 및 상 변화가 발생될 수 있다[79]. 반응의 형태는 

공급액 분위기 및 물질들에 의존한다. 귀금속 이온이 존재하지 않는 수용액 

계에서 대표적인 음극 반응은 수소 기체의 발생이다.

2 H 2O+2 e
-→ H 2 (g)+2 OH

-
 (cathode, -0.83 V) (6)

반대로 양극에서는 안정한 물질들이 물질로부터 전극으로 전자의 제거에 의

해 산화된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2 H 2O → O 2 (g)+4 H
++4 e - (anode, +0.40 V) (7)

높은 전류 도는 높은 정도로 동시에 발생하는 산화 환원 반응을 나타낸다. 

액체의 전기전도도가 증가하면 전류 도가 증가되어 전극에서 전기화학적 

반응이 더욱 현저하게 발생하도록 향을 준다. 일부 연구자들에 따르면 전

기여과에서 효과적인 조업이 되기 위해서는 전기전도도가 전기 삼투에 의한 

탈수 범위인 0.1에서 10 mS cm-1 범위라고 보고하고 있다[48,57]. 그러나 교

차흐름 막여과에서 발생하는 오염을 억제하기 위한 전기여과에 있어서는 전

기 이동이 요구된다. 따라서 매우 낮은 전기전도도, 즉 <10μS cm-1에서 수

배의 플럭스 증진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38]. 또한 배출수로부터 유기 분자

들을 제거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써 양극 산화와 같은 반응이 여과 동안에 

필요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가 확실치 않다. 대체로 공정 흐름상에서 

전극반응의 향은 더 심도 있게 연구되어져야만 한다.

  다. 전기여과에서 플럭스 예측 모델

     교차흐름 막여과에 대한 많은 모델들이 문헌상에 보고되고 있다. 이들 모

델들, 특히 경막 이론(film theory)과 직렬 저항 모델(resistance-in-series model)

이 수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전기여과에 적용될 수 있도록 개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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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7,39-41,71,74,80-82]. 그러나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포괄적인 모

델은 없는 실정이다.

  직렬저항 모델에 있어서 어떤 단계에서의 여과 플럭스(J)는 Darcy의 법칙

을 사용하여 예측된다.

J =
Δp
η R t

(8)

여기서 Δp는 압력 추진력이고, η는 점도이며 Rt는 흐름 저항의 합이다. 

총괄 저항은 경막, 침적층 및 막이 나타내는 저항의 함수이다. 전기장이 인

가된 조건 하에서 이들 저항은 전기 이동 및 막과 케이크에서의 전기 삼투

로 인하여 매우 작다[32,41,71].

R t =
ꀎ

ꀚ

︳︳︳︳

R 0f

1+(
η R 0f

Δp ) u pE
ꀏ

ꀛ

︳︳︳︳
+
ꀎ

ꀚ

︳︳︳︳︳

R 0c

1+
u ecE

J 0c

ꀏ

ꀛ

︳︳︳︳︳
 

+
ꀎ

ꀚ

︳︳︳︳︳

R 0m

1+
u emE

J 0m

ꀏ

ꀛ

︳︳︳︳︳(9)

여기서 Rof는 전기장의 부재시 경계층의 저항, up는 입자의 전기 이동도, E

는 전기장의 세기, R0c는 전기장 부재 시 케이크 저항, uec는 케이크 전기삼

투 이동도, Joc는 전기장 부재 시 케이크를 통한 플럭스, R0m은 전기장 부재 

시 격막 저항, uem은 격막 전기 삼투 이동도이고 J0m은 전기장 부재 시 격막

을 통한 플럭스이다. Bowen과 Sabuni[71]는 상기식에서 요구되는 모든 값을 

얻기 위한 절차를 설명하 으며, 음극이 투과액 측에 있고 양극이 공급액 

측에 있을 때에는 전기장의 향에 대한 정성적인 특성이 이 모델과 잘 일

치하 으나 정량적으로는 잘 맞지 않았다.

  전기여과 시 압력 증가에 의해서 얻어지는 최대 정상상태 플럭스, 즉 한

계 플럭스는 경막 이론(film theory)을 사용하여 예측될 수 있다. 정상 상

태에서 농도 분극층에 분산된 입자의 물질 수지식은 다음과 같다

[39,4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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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C p = ( JC+D)
dC
dx

- v p (C- C p)  (10)

여기서 J는 플럭스, Cp는 투과액에서 입자의 농도, C는 농도 분극층에서 콜

로이드 용액에 분산된 입자의 농도, D는 분산된 입자의 확산 계수, x는 막으

로부터의 거리이고 vp는 입자의 전기 이동 속도이다. 상기 식 (10)의 오른쪽 

첫 번째 항은 대류 항이고 두 번째는 확산 항이며 세 번째는 전기 이동 항이

다. 경계 조건 x = δg에서 C = Cg 이고 x = δc+δg에서 C = Cb를 사용하여 

기본식 (10)을 적분하면 다음 관계식이 얻어진다.

J = K ln
C g- C p

C b- C p
+ u pE  (11)

여기서 Cg는 표면 침적층에서 입자의 농도, δg는 이 겔/케이트 층의 두께, 

Cb는 분산된 입자의 벌크 농도, δc는 농도 분극층의 두께, K=D/δc는 농도 분

극층에서 입자의 질량 전달 함수, up는 입자의 전기 이동도이고 E는 전기장의 

세기이다. 질량 전달 함수는 층류에 대해서는 Leveque 상관식으로, 난류에 대해

서는 Dittus-Boelter 상관식으로 계산될 수 있다[83]. 식 (11)의 오른쪽 첫 번

째 항은 전기장의 부재 시 한외여과 플럭스를 나타낸다. 이 항은 전기장 부

재 시 한계 플럭스를 예측하는 다른 식들을 사용하여 또 다른 항으로 교체

될 수 있다. 오른쪽 두 번째 항은 한계 전류의 증진을 나타낸다. 이 추정은 

실험치와 잘 일치됨을 보여주었다[38,41]. 식 (11)에 따르면, 전기장에 기

인하여 증진된 한계 플럭스는 공급 현탁액에서 입자나 콜로이드의 전기 이

동도와 인가된 전기장의 세기에만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임계 전기장의 세기

     전기여과에서 임계 전기장의 세기는 격막으로 향하는 입자의 순 이동 

속도(migration velocity)가 0인 점에서의 전기장의 세기로써 정의된다

[32,37,40]. 전기장의 세기가 임계값보다 작을 때 격막쪽으로 향하는 입자

의 순 이동이 있고 이때 케이크/겔 층이 형성된다. 전기장의 세기가 임계값

을 초과할 때 전기 이동 속도는 대류 흐름보다 크고 분산된 물질의 농도가 

격막 근처에서 최저가 된다. 임계값 이상에서 플럭스 지배 기구는 전기 이

동이며, 임계값 이상으로 전기장의 세기가 증가되더라도 근본적으로는 플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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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에 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값은 서로 다른 전기장의 세기에서 플럭스

를 측정함으로써 실험적으로 결정된다[38]. 임계 전기장의 세기에서 플럭스

는 교차흐름 속도와는 무관하다. 임계 전기장의 세기는 다음 식으로 계산될 

수 있다.

E critical =
J
u p  (12)

여기서 J는 주어진 막간차압에서 용매의 플럭스, 즉 농도 분극 및 케이크의 

향이 제거된다면 발생할 수 있는 플럭스이고 up는 입자의 전기 이동도이

다.

  전기장의 세기가 임계값보다 낮을 때 교차흐름 속도의 증가는 여과 속도를 

증가시킨다. 임계 전기장의 세기 이상에서 교차흐름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입자의 크기에 의존하여 플럭스는 증가되거나 감소될 수 있다. 분산된 물질이 

작으면 여과 속도는 감소하고 역 확산 이송(diffusive back-transport)이 

중요하게 된다. 반대로 크면 여과 속도는 증가하고 방사상 이송이 중요하게 

된다[37]. 그러나 또한 모순된 결과가 얻어지기도 한다. 입자가 매우 작을 

때 (＜30 nm)에는 교차흐름 속도의 증진에 의해서도 여과 속도가 증진되지 

않으며 작은 입자들은 Brownian 확산으로 인하여 낮은 교차흐름 속도에서 

이미 격막 방향으로 이동된다[38]. 입자의 크기가 0.1에서 1μm 범위일 때 

격막 방향으로 난류 확산에 기인하여 교차흐름 속도의 증가에 따라 플럭스

는 감소하게 되며 Brownian 확산은 중요하지 않게 된다. 여과가 진행되는 

동안 낮은 교차 흐름 속도를 사용하면 축 방향 압력 강하를 감소시키게 되

며, 산업 규모에서는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3. 실험

   오일 에멀젼 폐액의 막분리를 위해 대부분의 실험에서는 평균 기공 크기

가 0.1 ㎛이고 두께가 87 ㎛인 PP 정 여과막 (AKZO NOBEL Co.)을 사용하

으며, 막 표면 개질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일부 실험은 방사선 조사 후 HEMA로 

그라프트된 PP막을 사용하 다. 본 실험에서 사용한 오일 에멀젼은 n-dodecane 

(Fluka)을 한외여과막으로 처리한 2리터의 초순수 (Milli-Q로 제조된 순수를 

다시 처리)에 원하는 오일 에멀젼의 농도가 되도록 일정량을 희석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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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netic drive pump로 약 10분 동안 순환시켜 비교적 균일한 일차 오일 에

멀젼 (평균 직경 10.5 ㎛)을 제조하고, 250 cc 용량의 비이커에 분취하여 초음

파 유화기 (Ultrasonic Homogenizer 4710 Series, Cole Parmer)를 사용하여 

평균 입경이 1.7∼2 ㎛인 오일 에멀젼을 제조하 다. 오일 에멀젼의 크기는 

입도분석기(Coulter Multisizer, V.C.U. VWII, Coulter Electronics Ltd.)

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제조된 오일 에멀젼 용액의 pH는 6이고, 제타 전

위(Zeta Plus, Brookhaven Instrument Corporation)는 -53 mV이며, 전기이

동도는 -3.83 (㎛/sec)/(V/㎝) 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실험장치는 Fig. 42 및 Photo. 3에 수록하 다. 전기여

과 모듈(Photo. 4)의 몸체는 고 도 폴리에틸렌 (HDPE)으로 제작하 고 전

해 반응으로 생성되는 기체를 배출할 수 있는 구조를 갖도록 하 다. 한쪽 

전극은 백금판으로써 HDPE 몸체와의 기 을 유지하기 위해 백금판과 HDPE 몸

체사이에 유연성이 있는 Viton 시트를 사용하 다. 상대 전극으로는 stainless 

steel mesh를 사용하 으며, PP 정 여과막은 이 mesh 전극위에 위치시켜 용액

의 투과에 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 다.

  오일 에멀젼의 전기여과 실험은 대부분 오일 에멀젼 폐액의 온도가 25℃로 일

정하게 유지되는 조건하에서 외부에서 가해주는 전기장의 강도, PP 막을 통

해서 생기는 막간 차압, 유속, 오일의 농도 및 계면활성제로 사용하는 SDS

의 농도를 변화시켜가며 수행하 다. 이때 전기장의 강도는 직류전원 공급

장치(Digital Regulated DC Power Supply, 대도 전자)에 의해 전압을 250 

V/cm (교차 흐름 간극이 2 ㎜인 전기여과 모듈에 50 V의 전압을 가해준 것

에 해당) 까지 변화시켰으며, 막간 차압은 30 psi, 유속은 약 0.7 m/s, 오

일의 농도는 1000 ppm, SDS 농도는 2500 ppm까지 변화시켰다. 제조사로부터 

받은 본래의 PP 막과 표면 개질된 PP 막은 여과실험 전에 메탄올을 함침시

킨 후 사용하 다.

  투과 용액의 플럭스는 일정시간 간격으로 전자저울을 사용하여 측정하

고, 계량이 끝나면 곧바로 공급조로 재 투입하여 공급조 내에서 에멀젼의 

농도변화가 최소가 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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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 Schematic diagram of the crossflow electrofiltration apparatus 

for treatment of oil emulsion was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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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3. Crossflow electrofiltration apparatus

Photo. 4. Crossflow electrofiltration cell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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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고찰

  가. 순수의 막여과 거동

      중앙에서 공급되는 탈염수를 초순수 제조 장치 (Milli-Q, Millipore)

를 사용하여 제조한 Milli-Q 순수 (18.2 ㏁․cm)의 여과막 투과 거동을 PP 

여과막을 사용하여 살펴보았다. 이때 공급 용액의 온도는 25℃로 유지하

으며, 유속은 0.58 m/sec, 막간 차압은 20 psi가 되도록 하 다.

  외부 전기장을 인가해 주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Milli-Q 순수에 대

한 막여과 거동은 Fig. 43에 수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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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 The effect of electric field on the decay of permeate flux 

for Milli-Q water.

  Milli-Q 순수에 대한 막여과 시 외부전기장의 유무를 막론하고 투과 플럭스

는 급격히 감소된다. 외부 전기장을 가해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투

과 플럭스 차이는 그다지 크지는 않지만 외부 전기장을 가해주는 경우가 가

해주지 않는 경우에 비해 초기 투과 플럭스의 감소율이 작음을 보여준다. 

또한 외부 전기장을 가해주는 경우에는 약 60분이 지난 후에 약 3,100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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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의 정상상태의 투과 플럭스를 유지한 반면에 전기장을 가해주지 않은 경우

에는 투과 플럭스의 감소 속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되고 있기는 하지

만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고, 60분 후의 투과 플럭스는 

약 2,500ℓ/㎡h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실험실에서 초순수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입자로 인하여 막여과 시 점진

적인 막의 오염은 피할 수 없으며, 막여과의 단점이 여기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미 이론적 고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하전된 입자는 전기여

과 시 외부 전기장을 걸어주게 되면 막 표면에서 쫓겨나게 되어 막의 오염

이 억제될 수 있다. 그러나 Fig. 43에서 보듯이 Milli-Q 순수의 막여과 시 

외부 전기장을 걸어주는 경우에 있어서도 투과 플럭스는 어느 정도까지 감

소되고 있다. 이는 전기장에 의해서도 전혀 향을 받지 않는 중성 입자들 

또는 전기장에 의해서 향을 받는 하전된 입자들이 격막을 통해 다공성 전

극 쪽으로 이동될 때 완전히 빠져나가지 못하고 기공 내에 갇히게 됨에 따

른 막 기공 막힘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상업화 규모의 설비와 같

이 펌프 및 배관 계통으로 구성된 대 용량 여과장비에 있어서는 공급액이 

아무리 깨끗하다 할지라도 회전 및 마찰 부위를 통한 이물질의 생성 등으로 

인하여 막 기공의 막힘은 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본 실험에서와 같이 

회전 부위 등이 소규모로 존재하는 실험실적 규모의 장치에서는 이러한 기공 막

힘 현상은 피할 수도 있다. 결국, 여기에 제시된 결과는 교차 흐름 여과에 있어

서 전기장의 명확한 이점뿐만 아니라 무한히 희석된 계일지라도 농도분극에 

의해서 여과 용량이 손실되는 미세 기공 막의 민감성을 잘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오일에멀젼 폐액의 전기여과 시 기저 용액으로 사용하는 

초순수에 포함된 미세 입자들의 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하

여 Milli-Q 순수를 한외여과막을 사용하여 이차 처리한 초순수에 대하여 전

기여과 실험을 수행하 다. 이때 공급 용액의 온도는 25℃, 유속은 0.58 

m/sec로 유지한 상태에서 막간 차압에 따른 투과 플럭스의 거동을 조사하

으며, 그 결과는 Fig. 44에 수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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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4. The permeate flux for ultrapure water treated by ultrafiltration 

of Milli-Q water in crossflow electro-microfil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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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5. Effect of transmembrane pressure on the electro-microfiltration 

of ultrapure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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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외여과막으로 처리한 초순수의 전기여과 시 투과 플럭스의 감소는 전혀 없

으며, 막간 차압의 증가에 따라 투과 플럭스가 선형적으로 증가(Fig. 45)함으

로써 전형적인 압력 구동에 의한 막분리 거동을 잘 나타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외여과막으로 처리한 순수에는 막의 오염을 야기시키는 미세 입자

가 거의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고, 이후 한외여과막으로 처리한 순수를 

사용하여 제조한 모의 오일 에멀젼 폐액의 막여과 시 이들 입자에 의한 

향은 거의 무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오일 에멀젼의 막여과 거동

      본 연구는 실제 원자력 산업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오일 함유 방사성

폐액의 처리에 있어서 전기여과막 공정의 적용성을 평가할 목적으로 수행하

다. 이를 위하여 모의 오일 에멀젼 용액을 대상으로 외부에서 가해준 전

기장의 세기, 교차흐름 유속, 막간 차압, 오일 에멀젼의 농도, 처리 용액의 

전기전도도 및 사용한 PP 여과막의 표면처리 등 여러 가지 인자가 오일 에

멀젼 용액의 전기여과 거동에 미치는 향을 각 조건에서의 투과 플럭스를 

측정하여 조사하 다.

    1) 전기장의 향

       오일 에멀젼의 농도가 250 ppm인 모의 폐액의 전기 여과시 외부 전기장 

강도가 투과 플럭스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 다. 이때 막간 차압은 20 psi이고 

유속이 0.69 m/s인 조건에서 전기장의 강도를 50, 100, 150 V/㎝로 변화시켜가

며 플럭스를 측정하 으며, 이 결과를 외부 전기장을 걸어주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Fig. 46에 수록하 다.

  전기장을 가해주지 않은 상태에서는 여과가 시작됨과 동시에 투과 용액의 

플럭스가 급격하게 감소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이는 오일 에멀젼에 의

해서 여과막이 급속하게 오염됨으로 인해 발생한다. 여과가 진행됨에 따라 

플럭스는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초기 플럭스의 약 8%까지 감소함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전기장을 가해줌에 따라 초기 플럭스의 감소율은 전기장을 가

해주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해서 현저히 줄어듦을 나타낸다. 전기장의 강도

가 증가함에 따라 투과 플럭스의 감소율은 점점 줄어들며, 전기장의 강도가 

100 V/㎝ 이상에서 투과 용액의 플럭스 거동은 더 이상 큰 차이가 없었으며 

70분간의 조업후에도 초기 플럭스의 약 40%를 유지함으로써 전기장을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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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 않았을 때보다 여과 성능이 5배정도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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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6. Effect of an electric field on the electrofiltration of oily 
waste water. 

    2) 교차흐름 유속 및 막간 차압의 향

       교차흐름 유속의 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막간 차압이 30 psi로 일정

하게 유지되는 조건 하에서 오일 에멀젼의 농도가 500 ppm이고, 전기장의 세기

가 150 V/㎝로 인가되었을 때 교차 유속의 변화가 투과 용액의 플럭스에 미치

는 향을 조사하 다. 이를 위하여 유속을 0.1. 0.31, 및 0.69 m/s로 변화시켜

가며 이때의 투과 플럭스를 측정하 으며, 이 결과를 외부 전기장이 가해지

지 않은 조건에서 유속이 0.69 m/s인 결과와 비교하여 Fig. 47에 수록하

다.

  일반적으로 전기장이 걸리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교차 유속이 감소함에 

따라 투과 플럭스도 감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본 실험 결과에

서 볼 수 있듯이 일정한 전기장 강도에서 교차 유속이 감소함에 따라 투과 

플럭스가 매우 증가되고 있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기장이 가해

지는 경우의 플럭스 감소율은 전기장이 가해지지 않은 경우에 비해 작아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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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만 500 ppm의 오일 에멀젼 함유 용액의 경우 유속이 0.69 m/sec에서 전기

장의 강도를 150 V/㎝로 가해 주더라도 플럭스 거동으로 볼 때 약 2시간 이

후에는 플럭스가 거의 0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반면에 동일한 전기장 

강도에서 유속을 0.31 m/sec 이하로 감소시킴에 따라 플럭스의 감소율은 현저

하게 낮아졌으며 초기 플럭스의 50% 이상을 유지하면서 장기간 조업이 가능

한 것으로 보여진다. 전기장이 가해지거나 전기장의 강도가 임계치 이상이 

되면 입자는 하전된 전극으로 대부분 끌려오게 되어 전극 부근에 입자의 농

도가 높아지게 된다. 이때 유속이 증가하면 여과막 쪽으로 입자의 확산 이

동이 증가되어 플럭스가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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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7. Effect of the crossflow velocity on the electrofiltration of the 

oily waste water containing 500 ppm of oil emulsion. 

  또한 오일 에멀젼의 농도가 250 ppm이고, 전기장 강도가 150 V/㎝이며, 막간 

차압이 10∼30 psi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조건 하에서 교차 유속이 투과 용액

의 플럭스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 다. 이를 위하여 유속을 0.1 m/s (0.5 

l/min), 0.31 m/s (1.5 l/min), 및 0.69 m/s (3.3 l/min)로 변화시켜가며 투과 

플럭스를 측정하 으며, 이 결과를 Fig. 48에 수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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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과 용액의 플럭스는 막간 차압에 의존하여 특정한 거동을 나타내었으

며, 동일한 압력 하에서는 교차 유속이 증가할수록 투과 플럭스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주었으나 그 차이는 오일 에멀젼의 농도가 500 ppm 이었을 때

와 비교해서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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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8. Effect of the crossflow velocity on the electrofiltration of the 

oily waste water containing 250 ppm of oil emulsion with the 

variation of transmembrane pressure. 

  Fig. 48의 결과 중에서 막간 차압이 20 psi인 경우의 전기여과 실험 결과

를 추출하여 동일한 조건에서 외부전기장이 인가되지 않았을 때의 여과막 

실험 결과와 비교하여 Fig. 49에 수록하 다. 

  Fig. 49에서 볼 수 있듯이 외부 전기장이 인가되지 않은 경우나 인가된 

경우를 막론하고 막 여과 초기의 투과 플럭스는 유속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

하고 있다. 조업 시간의 경과에 따라 피할 수 없는 막 오염의 결과로 전기

장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투과 플럭스는 급속히 감소하여 일정 시간 후에는 

정상상태의 플럭스를 유지하게 되며, 이때의 투과 플럭스는 전기장이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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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유속의 증가에 따라 증가되는 경향을 보여주지만 이와는 반대로 외부 

전기장이 인가된 경우는 유속이 감소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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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9. Effect of the crossflow velocity on the microfiltration of the oily 

waste water containing 250 ppm of oil emulsion with and without 

externel electric field under transmembrane pressure of 20 psi. 

  또한 막간 차압이 10 psi인 경우에 있어서 오일 에멀젼 폐액의 전기여과 

시 투과 플럭스는 여과 초기의 플럭스가 비교적 장 시간의 조업 기간 동안

에도 그대로 유지되면서 비교적 유속과는 무관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

러나 Fig. 50에 수록한 바와 같이 유속이 0.1 m/s (0.5 l/min) 보다 작게되

면 오히려 투과 플럭스가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게 되며  이는 국부적

인 오일 에멀젼 농도의 증가에 기인하는 결과로 판단된다. 유속이 0.25 l/min인 

조건에서 전기여과 실험을 수행하는 경우 막을 통한 투과액의 유속이 약 0.125 

l/min으로써 공급측의 국부적인 오일 에멀젼 농도가 입구에서의 초기 농도의 약 

2배로 증가하게 되고 이는 이미 앞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초기 오일 에멀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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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가 500 ppm 이었을 때의 막 여과 시 막의 오염속도가 250 ppm 이었을 때와 

비교해서 훨씬 증가했던 결과를 상기해볼 때 마찬가지 이유로 인해 투과 플럭스

가 오히려 감소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전기여과 시 막 오염이 최대한 

억제될 수 있도록 공급액의 유속과 투과 유속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조업 조건을 

설정함은 물론 여과막 모듈의 설계에도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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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0. Effect of the crossflow velocity on the electrofiltration of the 

oily waste water containing 250 ppm of oil emulsion with 

transmembrane pressure of 10 psi. 

  막간 차압이 오일 에멀젼의 전기 여과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Fig. 48의 결과를 교차 유속이 일정한 상태에서 막간 차압의 변화에 따른 

투과 플럭스의 거동으로 재 도시하여 Fig. 51∼Fig. 53에 각각 수록하 다.

  외부 전기장의 세기가 150 V/cm인 조건에서 막간 차압을 10 psi에서 30 

psi까지 변화시켰을 때 여과 초기의 투과 플럭스는 막간 차압이 증가할수록 

증가하 다. 이와 동시에 여과 초기에 막오염 속도도 막간 차압의 증가에 

따라 급격히 증가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막간 차압이 10 psi 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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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분간의 조업기간을 통해서도 거의 막 오염이 없이 초기 상태의 투과 플럭

스를 나타내는 반면에 20 psi 이상에서는 막 오염이 급격히 발생함으로써 

투과 플럭스도 급격히 감소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막간 차압이 20 

psi 이하에서는 일정 조업 시간 후에 정상상태의 플럭스에 도달하는 반면에 

30 psi에서는 지속적으로 투과 플럭스가 감소하고 있음을 볼 때, 본 PP 막

에 의한 오일 에멀젼의 분리 시 20 psi 이하에서의 조업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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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 Effect of ransmembrane pressure on the electrofiltration of the 

oily waste water with crossflow velocity of 0.1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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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2. Effect of ransmembrane pressure on the electrofiltration of the 

oily waste water with crossflow velocity of 0.31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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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3. Effect of transmembrane pressure on the electrofiltration of the 

oily waste water with crossflow velocity of 0.69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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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오일 에멀젼 농도의 향

       전기장 강도가 150 V/㎝이고, 막간 차압이 20 psi, 유속이 0.69 m/s로 일

정하게 유지되는 조건 하에서 오일 에멀젼의 농도가 투과 용액의 플럭스에 미치

는 향을 조사하 으며, 이 결과는 Fig. 54에 수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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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4. Effect of oil concentration on the electrofiltration of oily 

waste water with transmembrane pressure of 20 psi and 

crossflow velocity of 0.69 m/s. 

  본 실험 결과를 보면, 오일 에멀젼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투과 용액의 플럭

스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오일 에멀젼의 농도가 250 ppm

인 경우에 있어서 투과 용액의 플럭스는 일정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어느 정도 

정상 상태의 플럭스에 도달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나 500 ppm 이상에서는 

플럭스가 계속적으로 감소하여 궁극적으로는 일정 시간 경과 후에는 막 오

염으로 인하여 용액의 투과가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1000 ppm

인 경우는 여과를 시작한 지 30분 이전에 이미 투과가 일어나지 않는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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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고 있다. 

  이전 결과를 통해서 이미 고찰했던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전기여

과막 모듈 내에서 오일 에멀젼의 여과 시에는 막간 차압이 10 psi, 교차 유속 

0.1 m/s에서 비교적 최적 조건을 나타내었으므로, 전기장 강도가 150 V/㎝

이고, 막간 차압이 10 psi, 유속이 0.1 m/s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조건 하에

서 오일 에멀젼의 농도가 투과 용액의 플럭스에 미치는 향을 다시 조사하

여, 이 결과를 Fig. 55에 수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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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5. Effect of oil concentration on the electrofiltration of the oily 

waste water with transmembrane pressure of 10 psi and 

crossflow velocity of 0.1 m/s.

  본 실험 조건에서의 막여과 효율은 Fig. 54의 결과와 비해서 매우 증진되

었음을 볼 수 있다. 오일의 농도가 500 ppm인 경우에 있어서도 90분간의 조

업기간 동안 약 20%의 플럭스 감소 (Fig. 54의 결과에서는 70분간의 조업으

로 약 85%의 플럭스가 감소)가 발생하 고, 1000 ppm의 경우에서도 초기 20

분 동안은 여과 초기의 플럭스를 그대로 유지하 다가 이후 급격하게 막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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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이 진행되면서 플럭스가 급격히 감소되어 약 90분 후에는 거의 투과가 일

어나지 않음(Fig. 54의 결과에서는 약 25분 후에 용액의 투과가 일어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상기 결과들을 토대로 종합하면 본 PP 정 여과막을 사용한 오일 

에멀젼의 전기막 여과 시 오일의 농도가 500 ppm 이상으로 증가하면 막 오

염에 의한 수명의 단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조업이 어렵게 됨으로써 실 공

정에는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4) 염 및 계면활성제 첨가의 향

       모의 오일 에멀젼 폐액의 전기 여과 시 폐액 중에 포함될 수 있는무

기염 또는 계면활성제가 투과 용액의 플럭스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기 위

해서 무기염으로는 NaNO3, 계면활성제로는 SDS(Dodecylbenzene Sulfonic Acid 

Sodium Salt) 농도를 변화시켜가며 그 향을 조사하 다.

  우선 먼저 NaNO3 농도 증가에 따른 오일 에멀젼 폐액의 여과 거동을 조사

하 으며, 이때 오일의 농도는 500 ppm, 막간 차압은 10 psi이고 교차 유속

은 0.1 m/s 이었고 NaNO3의 농도는 0∼1×10
-2 M 까지 변화시켰다. NaNO3의 

농도가 0, 1×10-3, 1×10-2 M로 첨가되었을 때 모의 오일 에멀젼 폐액의 전

기전도도는 각각 1.5, 120, 1145 μS/cm의 값을 나타내었으며, 모의 폐액의 

전기전도도에 따른 플럭스 거동으로 도시한 결과는 Fig. 56에 수록하 다.

  NaNO3가 첨가됨으로써 오일 에멀젼 용액의 전기전도도가 상승함에 따라 여

과 초기부터 투과 용액의 플럭스는 급격하게 감소되고, 전기여과 시작 후 

약 10분 동안까지 계속해서 급격히 플럭스가 감소하다가 어느 정도 일정한 

플럭스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기 및 정상상태에서 투과 용액의 

플럭스는 감소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NaNO3의 첨가에 의해 오일 에멀

젼의 표면 전하가 향을 받음으로 인하여 플럭스가 감소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용액의 전기전도도가 증가함에 따라 Joule 가열에 의한 공급 용액의 

온도상승이 동반되었으나 온도의 상승이 투과 용액의 플럭스에는 별로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용액의 전기전도도가 증가함에 따라 전류 값

의 증가로 인하여 공정의 에너지 소비량도 증가되었다. 일부 연구자들에 따

르면 전기여과에서 효과적인 조업이 되기 위해서는 전기전도도가 전기 삼투

에 의한 탈수 범위인 0.1에서 10 mS cm-1 범위라고 보고하고 있으나[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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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흐름 막여과에서 발생하는 오염을 억제하기 위한 전기여과에 있어서는 

전기 이동이 요구되므로 매우 낮은 전기전도도, 즉 <10μS cm-1에서 수배의 

플럭스 증진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38]. 본 연구에서도 비

슷한 결과를 얻었으며, 낮은 전기전도도에서 효과적으로 막 오염을 억제시

킬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오일 에멀젼의 전기여과 시 용액 내에 존재하는 무기염에 의

한 용액의 전기전도도의 증가는 전기여과 효율을 매우 감소시킬 뿐만 아니

라 공정의 에너지 소비량도 증가시키는 등 막여과에 좋지 않은 향을 미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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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6. Effect of NaNO3 concentration on the electrofiltration of the oily 

waste water containing 500 ppm of oil emulsion with transmembrane 

pressure of 10 psi and crossflow velocity of 0.1 m/s.

  무기 염 대신에 오일 에멀젼 폐액 중에 계면활성제의 향을 살펴보기 위

하여 오일 농도 250 ppm, 막간 차압 10 psi, 교차 유속은 0.1 m/s 인 여과 

조건 하에서 계면활성제로 첨가한 SDS의 농도를 0∼2500 ppm 까지 변화시켜

가며 투과 용액의 플럭스를 측정하 으며, 그 결과는 Fig. 57에 수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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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모의 오일 에멀젼 폐액의 전기전도도는 SDS의 농도가 1000 ppm에서 238 

μS/cm, 2500 ppm에서 563 μS/cm의 값을 나타내었다. 용액의 전기전도도만

을 고려해 볼 때에는 Fig. 56의 결과와 같이 투과 용액의 플럭스가 감소될 

것으로 예견되었으나 전혀 플럭스의 감소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계면

활성제인 SDS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투과 플럭스는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

  SDS가 첨가되는 경우는 NaNO3의 첨가 시와 동일하게 용액의 전기전도도는 

증가되지만 SDS는 오일 에멀젼의 표면에서 동일한 부호를 갖는 표면 전하를 

더욱 증가시킴으로써 플럭스의 증진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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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7. Effect of SDS concentration on the electrofiltration of oily 

waste water.

  SDS가 포함된 오일 에멀젼 폐액의 경우 여과 개시부터 약 30분 동안 지속

적으로 투과 용액의 플럭스가 증가되어 최대점에 이르 다가 매우 천천히 

감소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의 SDS의 농도가 2500 ppm인 경우에 

있어서는 여과 개시 후 80분에서 플럭스가 증진되다가 다시 감소하는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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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선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SDS가 포함된 오일 에멀젼 용액의 여과 

초기에 있어서 지속적인 투과 플럭스의 증진은 Joule 가열에 의한 용액의 

온도 증가로 인하여 플럭스가 증진된 결과로 판단된다.

  Joule 가열에 의한 용액의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온도가 너무 높게 상

승하지 않도록 냉각되는 수조 내에 담겨있는 공급조 내에서의 용액의 온도

와 전기여과 셀의 막 바로 상단에서의 온도를 측정하여 기록하 다. SDS의 

농도가 1000 ppm인 경우에 있어서 공급액과 여과막에서의 온도는 최대 27 

℃로 제어가 가능하 다. 그러나 SDS의 농도가 2500 ppm인 경우에 있어서는 

공급액과 여과막에서의 온도가 최대 31℃까지 상승하 다. 이때의 여과막 

측의 온도 추이를 Fig. 58에 수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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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8. Permeate flux and temperature profile during electrofiltration of 

oily waste water containing 2500 ppm of SDS.

  본 결과로부터 격막에서의 온도의 변동과 투과 용액의 플럭스 거동은 잘 

일치하고 있음을 볼 때 계면활성제로 SDS가 포함된 오일 에멀젼 용액의 전

기여과 시 용액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투과 플럭스가 증진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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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전기여과막 표면 상태의 향

       외부 전기장의 인가와는 별도로 여과막 표면 개질 또한 막여과 공정

이 갖고 있는 문제인 막 오염 억제 방법의 한가지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오고 있다[85∼89]. 본 연구에서는 외부전기장과 표면 개질막이 복합적으로 

사용되었을 때의 전기여과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오일의 농도 1000 ppm, 

SDS 농도 1000 ppm, 막간차압 10 psi, 교차 유속 0.1 m/s인 조건 하에서 

HEMA로 표면 개질한 정 여과막(HEMA-g-PP)과 원래 상태 그대로의 PP 막

(as-received PP)을 사용하여 막 투과 플럭스를 조사하 으며, 이 결과는 

Fig. 59에 수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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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9. Effect of PP MF membrane surface modification on the 

electrofiltration of oily waste water.

  As-received PP 막에 의한 오일 에멀젼 폐액의 처리 시 오일의 농도가 1000 

ppm이고 SDS의 농도가 1000 ppm인 본 실험 조건에서는 외부 전기장을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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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더라도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여과막의 오염으로 인하여 투과 플럭스가 급

격히 감소되고 있다. 그러나 HEMA-g-PP 막을 사용하여 외부 전기장을 가해주는 

경우에 여과 초기의 투과 플럭스는 as-received PP 막을 사용한 경우에 비해서 

감소하지만 장시간의 조업을 통해서 볼 때 막 오염이 상당히 억제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HEMA-g-PP 막을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표면 개질률(degree of grafting)이 증

가함에 따라 막 기공 크기의 감소에 의해 투과 플럭스가 감소되는 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 여과 초기의 투과 플럭스에 대하여 일정시간에서의 투과 플럭스로 

나타낸 투과 플럭스의 감소율 또한 표면 개질률이 증가함에 따라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본 HEMA-g-PP 막에 의해서 비교적 오일 농도가 높게 함

유된 폐액의 처리에 효과적으로 적용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Fig.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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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0. Reduction rate of permeate flux according to degree of 

grafting in surface modified PP MF membrane grafted with 

HEMA in the electrofiltration of oily waste water 



- 113 -

5. 결과 요약

   기존의 상용화된 막여과의 단점인 막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

로 막 표면의 개질과 함께 본 연구에서는 외부 전기장을 가해주는 전기화학

적 막모듈을 사용한 오일에멀젼의 분리 실험을 통해 막 오염 문제를 현저히 개

선하는 전기여과 기술을 확보하 으며, 오일 에멀젼의 분리 시 기존의 상용화된 

여과막 공정보다 약 10배의 플럭스 증대효과를 보이는 결과를 얻었다.

  또한 기존의 막여과 공정에 비해서는 전기적 여과가 매우 효과적이라 할

지라도 표면개질 처리하지 않은 PP 정 여과막에 의한 오일 함유 폐액의 처

리 시 오일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막 오염을 저감시키는데 한계가 있어 

외부 전기장을 가해주더라도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여과막의 오염으로 투

과플럭스가 급격히 감소되는 경향을 보여주었지만 HEMA로 표면 개질한 PP 

정 여과막을 사용는 경우에는 막의 오염이 현저하게 감소하게 되어 막분리 

성능이 향상됨으로써 비교적 고 농도의 오일 함유 폐랙의 처리에 적용이 가

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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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 목표달성도 및 대외기여도

   본 연구에서는 핵연료주기나 발전소로부터 발생되는 방사성 폐액 처리를 

위한 막분리 공정 개발을 목표로 하 으며, 이 기술은 방사성 핵종과 미립

자(에멀젼)를 동시에 제거할 수 있고 정 여과막의 fouling을 저감화할 수 

있는 막표면 개질 기술과 표면개질된 막의 전기여과막 묘듈과 공정을 개발

하는 것으로 대별된다.

  정 여과막(MF)의 표면개질기술 개발을 위해서 방사성 폐액처리와 일반 

산업페수처리에 적용되는 막분리기술을 파악하여 적용성과 경제성이 있으며 

막의 표면개질이 용이한 고분자막의 재료특성을 파악하고 친수화제의 물리

화학적 특성을 분석하여 막의 재질에 적합한 화학제를 선정하 고, 이를 근

거로 기 상품화된 Accurel사의 sheet type인 소수성 폴리플로필렌 정 여과

막(세공크기 : 0.1 ㎛)과 Schleicher & Schuell사의 친수성 나일론 정 여과막

(0.2㎛)을 기재로 사용하여 연구소내 대단위 조사실을 이용하여 감마방사선

에 전조사 시킨후 친수화 물질(AAc, HEMA, SSS)을 실험조건에 따라 그라프

트 중합하여 표면 개질 특성을 연구하 다. 표면개질막의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접촉각, SEM, FTIR-ATR, 인장강도 및 연신율을 측정하여 개질막의 건

전성을 평가하 고, 표면개질막의 종류별 성능을 평가하여 표면개질 제조조

건을 도출하 다.  

  전기여과막 공정 개발에서는 막분리 공정의 조업시 fouling이 잘 일어나

는 물질인 오일 에멀젼을 대상으로 하여 막투과 유속에 작용하는 주인자인 

전기장 강도, 유속, 압력 등의 조업변수에 대한 향을 평가하여 fouling억

제조건을 도출하 고, 오일에멀젼의 분리시 막투과 유속은 기존의 상용화된 

막공정보다 약 10배의 투과유속의 증대효과를 보임으로써 계획된 목표를 달

성하 다. 

  또한 표면개질막의 방사성 폐액처리 적용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방사

성 폐액의 주 핵종인 Co와 Cs을 모의 핵종으로 하여 결합용량과 제거성능을 

평가하 고, 미세입자와의 동시제거를 위하여 약 2.0 ㎛ 크기의 오일에멀전 

용액을 제조하여 분리성능을 평가하 다. 또한 표면개질막(HEMA-g-pp)을 사

용한 막분리 공정의 조업시 fouling이 잘 일어나는 물질인 오일 에멀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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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면활성제가 포함된 모의 오일폐액을 대상으로 하여 전기화학적 막여과 실

험을 수행하 고, 본래의 PP 막과의 막투과 플럭스를 비교하여 공정의 적용

성을 평가하 다. 

   본 연구결과는 방사성 미세입자 뿐만아니라 이온성 핵종을 동시에 제거하

고, fouling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막표면 개질 제조에 대한 기본

기술을 확보하므로써 지금까지 외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소수성 막의 친

수화 기술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전기여과막에 대한 분리특성을 규명

하고 공정기술을 파악하여 막 표면개질막에 적용하므로써 처리 성능이 우수

한 새로운 방사성 폐액 처리공정을 도출하 다.     

  본 기술은 방사성 폐액 처리 뿐만아니라 오폐수, 침출수 등 일반 산업폐

수처리 기술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 



- 117 -

제 5 장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막표면 개질 기술은 방사성폐액 처리 및 일반산

업폐수 처리를 위해 기존의 막분리 공정의 적용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

는 막의 fouling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까지 외국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막의 

친수화 기술 개발의 기본 기술로 활용될 수 있다.

  방사성 폐액 처리 공정 개발을 목표로 수행된 막표면 개질 및 공정기술은 

기존의 상용화된 막의 표면 뿐만아니라 기공내에도 특정 핵종에 대해 친화

력을 갖는 관능기를 도입하므로써 핵종에 대한 흡착 용량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어 제거성능을 높일 수 있다. 특히 몬연구에서 개발한 정 여과막의 

경우 대칭구조로 되어 있어 막의 내부에도 관능기의 도입이 가능하여 흡착

site를 크게 증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공정 조업은 막모듈에 폐기물

을 주입하면 폐기물내 핵종은 막의 표면 및 기공내의 관능기에 결합되어 제

거되고, 미립자 또는 수산화물 등의 용해성 입자는 막을 투과하지 못하고 

농축(retentate)되는 반면에 관능기에 결합하지 못한 염 등은 막을 투과

(permeate)하게 되는 원리를 이용하고 있다. 이 기술은 방사성 미세입자

(SS) 뿐만아니라 이온성 핵종을 동시에 제거할 수 있어 입자 등을 제거하기 

위한 전처리 공정이 요구되지 않고 2차폐기물의 발생이 거의 없다. 또한 기

존의 이온교환이나 흡착공정보다 큰 결합(제거)용량을 갖는 등 장점이 있어 

기존 처리공정을 대체하거나 새로운 처리공정으로의 활용도가 매우 크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적용 및 실증시험을 수행하면 원자력발전소 

1차 순환 정화계통의 이온교환공정의 대체공정이나 전처리 공정으로 활용할 

뿐만아니라 소내 핵주기시설(TRIGA연구로 폐로, 변환시설 환경복원, 연구로 

핵연료 제조시설 등)로부터 발생하는 방사성 폐기물 처리공정으로 활용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또한 석유산업이나 화학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폐유

나  오폐수, 침출수 등 일반 산업폐수 처리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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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5-20 Lines)
The followings were studied through the project entitled 
"Development of Advanced Membrane Process for Treatment 
of Radioactive Liquid Wastes".

1.  Surface Modification Technique of Microfiltration  Membrane

   Microporous hydrophobic polypropylene(PP) membrane were modified by radiation-    

induced grafting  using hydrophilic monomers such as arylic acid(AAc), 2-hydroxyethyl 

methacrylate(HEMA) and styrenesulfonic acid(SSS). The effect of grafting conditions was 

investigated. Also, copolymeric condition of AAc and EGDMA for nylon membrane 

was studied. The structure of grafted PP membrane was examined by using 

FTIR-ATR spectroscopy, SEM and contact angle. The grafted membrane was 

characterized by measureing the water flux, the ion exchange capacity or the 

binding capacity of the metal ions. 

  A study on the permeation behavior of simulated waste water containing oil 

emulsion and characterization of membrane fouling was carried out in the crossflow 

membrane filtration process using capillary type PP microfiltration membrane 

modified by radiation induced grafting of HEMA. The effects of various operating 

parameters were investigated.  

2. Electrofiltration Technology

  In this section, the process conditions for fouling prevention of membrane by 

evaluating the effects of operational parameters such as external electric field strength, 

crossflow velocity, transmembrane pressure, etc.  on the permeate flux in 

electrofiltration were established and the process applicability for oil emulsion wastes 

containing surfactant using parallel plate type electrofiltration module was evalu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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