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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음이온 및 요소의 투과유속이 강화된 복막투석용 기능성 음이온 교환막의 제조와 특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
하였다. 음이온 교환막은 UV와 방사선 그라프트 중합법에 의하여 제조되었다. UV 그라프트 중합법에 의해 제조된 분리막
의 경우 HEMA와 VBTAC의 비율이 1:2일때 가장 높은 그라프트율을 보였으며 그 이상의 농도에서는 호모폴리머의 생성이
많아지면서 그에 의한 자외선 침투의 제약으로 그라프트율이 감소하였다. 광개시제의 경우에는 0.2 wt%인 경우에 가장 높
은 그라프트율을 나타내었으며 그 이상의 농도에서는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방사선 그라프트 중합법에 의해 제
조된 분리막의 경우 VBTAC/HEMA막의 경우 6 h 반응시 96%, GMA막의 경우 반응시간 2 h에 100% 이상의 그라프트율을
나타내었다. 또한, 음이온 교환막을 제조하기 위해 그라프트율 113% 막을 사용하였으며, 음이온 교환기로는 DEA, TEA를
사용하였다. DEA막의 경우 반응시간 4 h에서 70%, TEA막의 경우 2 h 반응에서 30%의 전화율을 나타내었다. 또한, 두
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음이온 교환막은 양이온은 배제시키고 음이온과 요소만을 투과하는 특성을 나타내었다.
In this study, functional anion-exchange membranes have been prepared and characterized to improve the permeation fluxes
of the anion and urea for peritoneum dialysis. They were prepared by UV and radiation graft polymerization methods. The
separation-membrane prepared by UV graft polymerization showed the highest grafting degree when HEMA and VBTAC
were mixed by 1:2 ratio. However, the grafting degree decreased slightly at compositions above the 1:2 ratio because of the
disruption of UV penetration caused by build-up of homopolymer. In the case of photo-initiator, the grafting degree increased
up to 0.2 wt%, above which it decreased to a small extent. For the two membranes prepared by radiation graft polymerization,
the VBTAC/HEMA membrane showed 96% grafting degree for 6 h reaction time and the GMA membrane showed over
100% grafting degree for 2 h reaction time. Anion-exchange membranes were prepared with 113% grafting degree and with
DEA and TEA exchange groups. The DEA membrane showed the conversion degree of 70% in 4 h reaction time while the
TEA membrane showed 30% in 2 h reaction time. The prepared anion-exchange membranes were permeable to only anions
and urea, but not cations.
Keywords: graft polymerization, anion-exchange membrane, peritoneum dialysis, urea, radiation

1. 서

론

된다. 현재 신대체 요법으로 생존하고 환자들은 복막투석(peritoneal
dialysis) 16.8%, 혈액투석(hemodialysis) 58.9%, 신장이식(kidney

1)

우리 몸속의 신장은 단백질 분해산물인 혈액 속의 요소(urea), 요산

transplant) 24.3%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3]. 또한, 우리나라에서 만

(uric acid), 크레아틴(creatine) 및 혈당(blood sugar) 등의 불필요한 물

성신부전증 환자는 2001년 100만명당 642.3명이었으나 2002년에는

질이나 과잉의 물질을 제거할 뿐 아니라 체내의 수분양과 이온양을

9.6%증가하여 100만명당 700.6명 있으며, 최근 15년간 9.6～25% 정

조절하여 체내의 pH 등을 조절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1,2]. 그

도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4].

러나, 신장의 기능이 저하되면 몸 안에 노폐물이 축적되어 체내의 균

신대체 요법 중 혈액투석은 치유법이 아닌 대체요법으로서 주기적

형이 깨져 신장 조직이 영구적인 병리적 변화로 보존요법으로는 더

으로 노폐물과 수분을 걸러내어 단지 증세를 완화시키는 것에 불과하

이상의 치료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복막투석, 신장 이식 등의 신대

여 남은 일생동안 계속해서 기계에 의존하여 1회에 4 h 이상 주 2～3

체 요법을 통하여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만성신부전으로 진행되게

회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특성으로 인하여 환자는 정신적, 경제적 부
담을 크게 느끼게 된다. 또한, 치료에 적응하는 동안 환자는 퇴행,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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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적대감, 우울 등의 심리적 변화를 나타내기도 하며 음식물과 수분
의 제한, 약물복용, 신체적인 활동이 감소되며 치료에 소요되는 시간
이 길어서 직장과 사회생활의 지장을 초래[5,6]하는 등 신체적, 경제
적, 심리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살아가게 된다. 이와 같은
신체적으로 부적절한 적응을 일으켜 생명의 위협을 가져오는 체중증
가, 혈중요소질소(blood urea nitrogen; BUN)의 증가, 혈액내의 전해질
의 변화 등의 신체적 부적응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7].
한편, 복막투석은 복강 내에 유치카테타(foley cahteterization)를 삽
입한 후 1일 4회 이상 투석액을 교환함으로서 혈장과 투석의 사이의
복막을 통한 확산 및 삼투현상에 의하여 체내의 축척된 노폐물과 수
분을 제거하고 전해질 불균형을 교정하는 방법으로[8], 최근에는 영아
나 어린아이, 심한 심혈관 질환 환자, 혈관 접근이 어려운 환자, 여행
을 자유롭게 하고자 하는 환자,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투석을 원하
나 혈액 투석에서처럼 보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이용할

Figure 1. Schematic diagram of UV graft polymerization method.

수 있는 투석 환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9].
복막투석에 관한 임상 연구는 Ganter가 1923년 자궁암으로 인한 요

Co.) 및 광개시제인 벤조인 메틸 에테르(benzoin methyl ether; BME,

관폐쇄로 요독증을 일이킨 여자의 복강내에 1.5 L의 생리식염수를 주

Aldirch Chem. Co.)를 물/메탄올 계에 용해시켜 제조된 30%

입시킨 결과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었다는 보고가 최초인 것으로 알려

VBTAC/HEMA 혼합용액에 폴리프로필렌 막(polypropylene mem-

져 있다[10]. 1976년에는 Popovich와 Moncrief는 혈액투석도, 간헐적

brane; PP, Osmonics Inc.)을 일정시간 동안 침지시킨 후 질소가 충진

복막투석도 받을 수 없었던 환자의 치료에 수학적 계산에 근거하여 2

된 상태에서 UV (400 W, 350∼400 nm)를 조사하였다. 광중합된 폴

L의 복막투석액을 1일 5회 교환하고 이를 매일 반복함으로써 혈중 요

리프로필렌 막은 메탄올로 수차례 세척하여 호모폴리머를 제거한 후

독의 농도를 일정하게 조절하는 지속적 외래 복막 투석(continuous

진공 건조하여 무게를 측정하였다. 막 제조를 위한 UV 중합 공정은

ambulatory peritoneal dialysis; CAPD)의 개념이 도입되었다[11].

Figure 1과 같다.

Nakagawa 등은 1981년 CAPD개념에 근거한 지속적 주기적 복막투석
(contiuous cyclic peritoneal dialysis; CCPD)을 개발하였다. 이 방법은

2) 중합된 막의 특성 분석

투석액 교환기계(cycler)를 사용하여 야간에 여러회 걸쳐 짧은 교환을

UV그라프트 중합법에 의해 제조된 음이온 교환막에서 VBTAC와

하고 주간에 1회 긴 교환을 함으로써 환자가 주간에 지속적 활동을

HEMA의 그라프트 여부는 적외선 분광계(FT-IR spectrometer; Bomen

할 수 있게 하였다. 또 CAPD의 수기를 혼자 하기 어려운 환자들에서

Co.)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라프트율(degree of grafting)은 다음

많이 이용되었다[12]. 1991년 Moncrief 등은 복강도관을 복강내에 위

식에 의하여 계산되었다.

치시킨 다음 도관의 복강의 부분을 피하에 심어 두었다가 4～5주 후
피부 밖으로 꺼내어 투석액 교환을 시작하는 새로운 수술법을 고안하
D e g r e e o f g r a f t i n g [% ]=

였다[13].

W

1- W
W 0

0

×100

(1)

이와 같은 방법들은 많은 양의 투석액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장시간
의 투석시간, 복막의 섬유화 현상 및 도관출구 감염 등의 문제점을 갖

여기서, W0, W1 은 각각 초기 기재와 중합 후 막의 중량을 나타낸다.

고 있다[14]. 또한, 요소의 제거와 함께 다량의 단백질과 이온들(Na+,
Mg2+, Ca2+, K+, Cl- 등)이 유출되어 엄격한 식이요법 및 수분제한과

또한, 중합된 막을 초순수에 일정 시간 침지 후 여과지로 막 표면의

함께 보조약제의 복용이 필요하다는 문제점도 갖고 있다[15]. 따라서,

액체를 제거한 다음 건조중량에 대한 중량 증가분으로부터 다음 식을

요소의 제거와 함께 다량의 유익한 이온의 손실과 투석액의 소모량을

사용하여 팽윤도(degree of swelling)를 계산하였다.

감소시키는 방법이 최근 투석법 연구의 초점이 되어왔다[16].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복막투석액 정화기술 개발에 필수 기술인
요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양이온은 배제시키고 음이온 및

D e g r e e o f s w e l l i n g [% ]=

W s- W
W 0

0

×100

(2)

요소의 투과유속을 증가시킬 수 있는 복막투석용 기능성 음이온 교환
막의 제조와 특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여기서, W0, Ws는 건조된 막과 팽윤된 막의 중량을 나타낸다.
한편, 중합된 막의 그라프트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표면 전위와 친

2. 실

험

수성을 확인을 위하여 제타 전위(zeta potential)와 첩촉각(contact
angle)을 측정하였다.

2.1. 음이온 교환막의 제조
2.1.1. UV 그라프트 중합법 의한 분리막의 제조

3) 투과 특성

1) 막의 제조

Figure 2는 제조된 막의 투과성 분석을 위한 장치의 개략도이다. 공

소정 농도의 단량체 비닐벤질 트리메틸 암모늄 크로라이드(vinyl-

급측(feed side)에는 염화나트륨(10 mmol/L)과 요소(10 mmol/L) 수 용

benzyl trimethyl ammonium chloride; VBTAC, Fluka Co.), 2-하이드로

액을 표본측(sampling side)에는 초순수를 넣고 교반기를 돌리면서 시

실에틸 메타아크릴레이트(2-hydroxylethyl methacrylate; 2-HEMA, Fluka

간에 따른 나트륨 이온(Na )과 염소 이온(Cl )의 농도를 이온크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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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Schematic diagram of permeable cell.
토그래피(ion chromatograph; IC. Methrohm Co.)를 사용하여 측정하

Figure 3. Preparation scheme of anion-exchange membrane.

였으며, 요소의 농도는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 HPLC, Jasco Co.)와 자외선-가시광선 분
광계(UV-VIS spectrometer; shimadzu Co.)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2.1.2. 방사선 그라프트 중합법에 의한 분리막 제조
1) 막의 제조
30 µm의 두께를 가진 비다공성 저밀도 폴리에틸렌(low density
polyethylene; LDPE) 막(DaeLim Chem. Co.)에 200 kGy 전자선을 조
사 후 30 v/v% VBTAC/HEMA 용액과 10 v/v% GMA (glycol methacrylate; Sigma Co.) 용액에 침적시켜 VBTAC/HEMA막과 GMA막을

Figure 4. Experimental apparatus.

제조하였다(Figure 3). 음이온 교환기 도입을 위하여 DEA (diethyla-

3. 결과 및 고찰

min; Sigma Co.), TEA (triethylamine; Sigma Co.) 수용액을 사용하였
다. 또한, 이온교환기 도입 반응 후 막에 잔존 에폭시기를 제거하기

3.1. 음이온 교환막

위하여 EtA (ethanolamine)을 반응시켜 DEA-EtA막과 TEA-EtA막을

3.1.1. UV 중합법에 의한 분리막

제조하였다. 막 제조를 위한 실험 조건은 Table 1과 같다. 제조된

1) UV 중합법에 의한 분리막의 합성

VBTAC/HEMA막과 GMA막의 그라프트율(%)은 식 (1)에 의하여 구
하였다.

UV 그라프트 중합법에 의하여 폴리프로필렌 막에 VBTAC와
HEMA를 중합시켜 제조된 음이온교환막의 FT-IR 분석 결과를 Figure

한편, 음이온 교환기 도입반응에서의 전화율(%)은 DEA, TEA 각각

5에 나타내었다. 중합전의 막과는 달리 중합된 막의 스펙트럼 피크는

의 수용액에서 일정 시간 반응 후 진공 건조하여 중량 변화를 측정하

1750∼1700 cm-1 파장에서 HEMA의 카르복실기(＞CO) 특성 피크가

였다.

나타났고, 3200∼3400 cm-1 파장에서는 HEMA의 히드록시기(-OH)
특성 피크가 1075 cm-1와 1025 cm-1 파장에서는 VBTAC의 시안기

Conversion (%) = M 1 ( W 2 - W 1 )/ M 2 ( W 1 - W 0 )× 1 0 0

(3)

(-CN) 특성 피크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로 VBTAC와 HEMA가
폴리프로필렌 막에 그라프트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여기서, W0, W1, W2는 각각 기재, GMA, 이온교환막의 중량를 나타
내고, M1, M2는 GMA와 반응에 사용된 각각의 이온교환기 분자량을
나타낸다.

2) VBTAC와 HEMA의 함량에 따른 중합 특성
일정한 VBTAC의 양에 대하여 HEMA의 비율을 0～3으로 변화시
켰을 때 나타나는 그라프트율의 결과를 Figure 6에 나타냈다. 이 때

2) 투과 특성

UV 조사 시간은 20 min으로 고정하고 광개시제의 농도는 0.2 wt%로

방사선 그라프트 중합법에 의해 제조된 VBTAC/HEMA, DEA-EtA,

하였으며 용매는 물/메탄올(7 : 3 v/v%)로 하였다.

TEA-EtA 막을 이용하여 한쪽에 10 mM 요소와 3 mM 이인산칼륨을

단량체 HEMA 함량비가 VBTAC의 약 2배가 될 때 최대 128.7%의

(dibasic potassium phosaphate; K2HPO4) 넣고, 다른 한쪽에는 물을 넣

그라프트율까지 증가하였으나 그 이상이 되면 감소하였다. HEMA/

은 후 일정 시간마다 한쪽 셀의 액을 채취하여 용액의 농도를 HPLC

VBTAC의 비가 2인 경우까지 그라프트율이 증가하는 것은 HEMA의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Figure 4는 투과성 측정을 위한 장치의 계략

양이 증가함에 따라 HEMA의 친수성효과에 의해 그라프트율이 증가

도이다. 또한, 음이온과 양이온의 분석은 이온 크로마토그래피와 원자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HEMA의 양이 2 이상으로 증가할 경

흡광 광도계(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er; AA, Shimadzu Co.)

우 다소 감소하는 것은 막 후면에 지나친 단량체에 의하여 호모폴리

로 분석하였다.

머의 생성량이 많아져서 단량체의 확산 속도를 저하시키고 자외선의
침투를 저해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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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eparation Conditions of Anion-exchange Membrane
Radiation-induced graft polymerization
Irradiation dose

200 kGy

Monomer
Concentration

GMA

VBTAC/HEMA (1:2)

10 v/v% in MeOH

30 v/v% in DMF/MeOH (1:1)

Reaction temp.

313 K

343 K

Function group

DEA-EtA

TEA-EtA

Concentration

50 v/v%

100 v/v%

Reaction temp

313 K

353 K

Figure 5. FT-IR spectra.; (a) VBTAC + HEMA, (b) Grafted PP
membrane (20% grafted), (c) Original PP membrane.

Figure 6. Degree of grafting by composition of VBTAC : HEMA.

또한, HEMA의 함량에 따라 중합된 막의 제타전위와 접촉각을
Figure 7에 나타내었다. VBTAC와 HEMA의 비가 1:2인 경우 그라프
트율이 최대가 되어 제타 전위가 23.7 mV의 최대값이 얻어졌고 접촉
각은 74°로 최소값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HEMA의 함량이 한계비(약
2) 이상이 되었을 경우 제타전위의 값은 거의 일정한 값을 갖는다. 그
라프트율이 높아질수록 기재 막에 관능기가 더 많이 붙어 함수율이
높아져 제타 전위와 접촉각이 작아진 것으로 판단된다[16-18].
3) 광개시제의 농도에 따른 중합특성
VBTAC:HEMA의 비율을 1:2로 하고 UV조사 시간은 20 min으로
고정한 다음 광개시제의 농도변화에 따라 그라프트율을 계산하였다.
BME의 농도 0.2 wt%까지는 농도가 증가하여 최대 128.7%의 그라프
트율이 얻어졌으나 그 이상의 농도에서는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
내었다(Figure 8). 이것은 BME의 증가로 폴리프로필 막내에 그라프트

Figure 7. Zeta potential and contact angle by composition of
VBTAC : HEMA.

반응의 활성점이 증가하여 그라프트율이 증가하지만 한계 농도 이상
이 되면 오히려 개시제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개시제에 의한 라디칼의

4) 투과특성

정지반응이 우세하여 그라프트율이 감소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UV 그라프트 중합에 의하여 제조된 음이온 교환막에서 염화나트륨

Figure 9에는 광개시제 농도에 따른 제타 전위와 접촉각을 나타내었

과 요소에 대한 투과 특성을 Figure 10에 나타내었다. 투과시 기재 막

다. 결과에 나타난 것처럼 개시제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그라프트율

으로부터 중합에 의해 그라프트율이 128.7%까지 증가함에 따라 나트

과 제타 전위는 높아지나 접촉각은 작아졌다.

륨 이온은 0.024에서 0.010의 투과도를 나타내었고 염소 이온의 경우
에는 0.104에서 0.029의 투과도를 나타내었다(Figure 10(a)). 한편, 요
소의 경우 그라프트율이 높아질수록 0.18에서 0.36까지이 2배의 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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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igure 8. Degree of grafting by concentration of photo initiator.

(b)
Figure 9. Zeta potential and contact angle by concentration of
photo initiator.

Figure 10. Permeation of (a) NaCl and (b) Urea after 6 h.

도가 증가하였다(Figure 10(b)). 이와 같은 결과는 나트륨 이온과 염소

에서 100% 이상의 그라프트율을 나타내었다(Figure 12(a)). 한편, 그

이온들과는 달리 요소는 불활성 물질이며 물에 아주 잘 녹는 성질을

라프트율 113% 막을 사용하여 반응 시간에 따른 음이온 교환기(DEA

가지고 있어 그라프트율이 높아질수록 막은 더욱 더 친수화된 표면을

와 TEA)로의 전화율은 DEA막의 경우 반응시간 4 h에서 70%의 전화

가지게 되어 요소의 이동이 용이해졌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또한, 이

율, TEA막의 경우 2 h 반응에서 30%의 전화율을 나타내었다(Figure

와 같은 결과들은 UV그라프트 중합법에 의하여 제조된 음이온 교환

12(b)). 그러므로, TEA막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VBTAC/HEMA와 DEA

막이 양이온은 배제시키고 음이온과 요소만의 투과가 가능하다고 판

막에 음이온 교환기의 밀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96%의 그라프트율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GMA막의 경우 2 h의 반응

단된다.
2) 투과특성
3.1.2. 방사선 그라프트 중합법에 의한 분리막

음이온 교환기가 도입된 각각의 막에 요소와 이인산칼륨의 선택적

1) 음이온 교환막의 도입

투과 특성은 DEA-EtA, TEA-EtA의 경우 그라프트율 113%막을 사용

방사선 그라프트 중합법에 의하여 폴리에틸렌 막에 VBTAC, GMA

하였고, VBTAC/HEMA의 경우 그라프트율 65%의 막을 이용하여 검

를 중합시켜 제조된 음이온 교환막과 음이온 교환기 DEA와 TEA를 반
응시킨 음이온 교환막의 FT-IR 분석 결과를 Figure 11에 나타내었다.
C

C

토하였다.
DEA-EtA막의 경우 5 h 후에 음이온 투과도 0.9의 투과 특성을 나

)기는 IR 피크의 848～

타냈으나 요소 용액은 0.02이 투과도를 나타내고 양이온은 투과되지

1255 cm 에서 형성되었으며, 이와 같은 결과로 VBTAC와 GMA가

않았고(Figure 13(a)), TEA-EtA막의 경우 5 h 후에도 음이온과 요소가

폴리에틸렌 막에 그라프트 되었음이 검토되었다.

각각 0.1, 0.08 투과도를 나타내고 양이온도 0.08의 투과도를 나타내

그라프트 중합 반응에 의한 에폭시(

O

-1

저밀도 폴리에틸렌 막에 방사선 조사 후에 시간에 따른 VBTAC/

었다(Figure 13(b)). 그러나, VBTAC/HEMA막의 경우 양이온은 배제

HEMA과 GMA의 그라프트율과 전화율을 Figure 12에 나타내었다.

시키고 음이온과 요소의 투과도 각각 0.55, 0.32를 나타내었다(Figure

VBTAC/HEMA막의 경우 음이온 교환기의 밀도는 반응 시간 6 h에서

1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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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igure 11 FTIR spectra of LDPE film; (a) Original film, (b) GMA,
(c) DEA, (d) TEA, (e) VBTAC.
VBTAC/HEMA막을 선택하고자 그라프트율에 따른 선택 성능은
Figure 14(a)에서처럼 그라프트율이 낮은 경우 투과성능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라프트율이 높을 경우 음이온과 요소의 선택적 투
과특성도 높고 양이온도 함께 투과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Figure
14(b)). 한편, 그라프트율 조절에 그라프트율 65%의 VBTAC/HEMA

(b)
Figure 12. Degree of grafting and conversion of epoxy group with
the reaction time.

막에서 양이온은 배제되고 음이온과 요소를 투과시키는 최적의 선택
성 막을 개발하였다(Figure 14(c)).

의 투과도를 나타내었다. 또한, 요소의 경우에는 0.18에서 0.36으로 2
배까지 투과도가 증가하였다.

4. 결

론

그러므로, 양이온은 배제시키고 음이온과 요소를 투과시킬 수 있는
선택적 막을 UV그라프트 중합법으로 제조가 가능하다.

복막투석용 요소 및 이온 선택성 분리막 개발에 관한 연구에서 다
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4.1.2. 방사선 그라프트 중합법에 의한 분리막의 제조
요소와 이인산칼륨의 선택적 투과 특성은 DEA-EtA, TEA-EtA의

4.1. Urea 및 이온의 분리를 위한 음이온 교환막의 제조

경우 그라프트율 113%막, BTAC/HEMA의 경우 그라프트율 65%의

4.1.1. UV 그라프트 중합법에 의한 분리막의 제조

막을 이용하여 검토하였다.

VBTAC와 HEMA가 1:2의 비율과 개시제 0.2 wt%인 경우에 가장

5 h 통안 투과가 수행된 DEA-EtA막의 경우 음이온 투과도 0.9의

높은 128.7%의 그라프트율을 나타내었다. 또한, VBTAC와 HEMA가

투과 특성을 나타냈으나 요소 용액은 0.02이 투과도를 나타내고 양이

1:2의 비율인 경우 그라프트율이 높아져 기재 막에 관능기가 더 많이

온은 투과되지 않았다. 또한, TEA-EtA막의 경우에도 5 h 투과 후에

붙어 함수율이 높아지고 제타 전위가 최대인 23.7 mV였고 접촉각은

음이온과 요소가 각각 0.1, 0.08 투과도를 나타내었고 양이온도 0.08

최소인 74°를 나타내었다. 투과시 기재 막으로부터 중합에 의해 그라

의 투과도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그라프트율 65%인 VBTAC/HEMA

프트율이 127.8%까지 증가함에 따라 나트륨 이온의 경우 0.024에서

막의 경우 양이온은 배제시키고 음이온과 요소의 투과도 각각 0.55,

0.010의 투과도를 나타내었고 염소 이온의 경우에는 0.104에서 0.029

0.32를 나타내었다.

공업화학, 제 17 권 제 3 호, 2006

요소(Urea) 및 이온의 선택적 분리를 위한 음이온교환막의 제조

309

Figure 13. Permeation of urea and phosphorate with the reaction time.

Figure 14. Permeation of VBTAC/HEMA with the reaction time.
그러므로, 그라프트율 조절에 그라프트율 65%의 VBTAC/HEMA막
에서 양이온은 배제되고 음이온과 요소를 투과시키는 최적의 선택성
막을 방사선 그라프트법에 의하여 제조가 가능하였다.
위와 같은 두 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첨단 고분자 분리막의 도입은
복막투석시 투석액을 정화 재생시킴으로서 투석액의 양을 감소시키
고 투석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술적으로
는 인공장기 개발 분야에서의 고분자 분리막의 응용, 체액의 체외순
환 시스템 평가 및 구축, 체액 및 혈액에서 이온의 선택적 분리기술
개발 등에서 기여가 기대된다.

참 고 문 헌
1.
2.
3.
4.
5.
6.
7.

http://www.onreport.co.kr/data/272/F271431.html.
http://www.kidney2000.co.kr/menu/in3.htm.
K. A. Min, M. P. H. Thesis, Chungnam National Univ., Korea (2004).
J. S. Bang and M. S. N Thesis, Inje Univ., Korea (2004).
M. E. O’Brien, Am. J. Kidney. Dis., 15, 209 (1990).
J. A. Gurklis and E. M. Menke, Nursing Research, 37, 236 (1998).
H. W. Ahn and M. S. Thesis, Chungnam National Univ., Korea

(1989).
8. S. J. Lee and M. D. Dissertation, Yonsei Univ., Korea (1994).
9. H. N. Chang and W. H. Hwang, Korean Chem. Eng. Res., 17, 273
(1979).
10. S. T. Boen, History of peritoneal dialysis., Nolph KD(Ed). 2nd,
Revised and Enlarged Edition, 1, Martinus Nijhoff Publishers,
Netherlands (1985).
11. R. P. Popovich, J. W. Moncrief, J. F. Decherd, J. B. Bomar, and
W. K. Pyle, Am. Soc. Artif. Intern. Organs, 64 (1976).
12. D. Nakagawa, C. Price, B. Stinebraugh, and W. Suki, Trans. Am.
Soc. Artif Intern. Organs 27, 55, (1981).
13. J. W. Moncrief, R. P. Popovich, and L. J. Broadric, Perit. Dai. Int.
11, S180 (1991).
14. T. J. Comstock and L. Y. Young, Applied therapeutics: The
clinical use of drugs. 6th ed. Vancouver, WA. 31, 1 (1995).
15. W. J. Kolff, Kidney Int. Suppl., 7, 3 (1976).
16. K. Y. Jung, M. S. Thesis, Dongguk Univ. Korea (1999).
17. K. D. Nam, Surfactant, Suseowon, Korea (1991).
18. Y. H. Kook, Colloid and surfactant, Daekwang Press. Korea
(1995).

J. Korean Ind. Eng. Chem., Vol. 17, No. 3, 2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