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 Korean Ind. Eng. Chem., Vol. 19, No. 6, December 2008, 633-639

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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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전환법을 이용하여 폴리설폰, n-메틸피롤리돈과 톨루엔으로 이루어진 제막용액으로부터 고분자 분리막이 제조되었
다. 톨루엔은 폴리설폰에 대한 비용매로서 제막용액에 첨가되었으며, 침지용 비용매로는 이소프로필알코올이 사용되
었다. 제조된 모든 분리막은 밀집 형상의 표면층과 스폰지 형상의 하부층으로 구성된 이중구조 형태의 비대칭성 구조
를 보였다. 첨가된 톨루엔은 제막용액의 열역학적 성질을 변화시켜 열역학적 상분리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였으며, 제조된 분리막은 톨루엔을 첨가에 의해 막의 표면층 두께가 증가하는 특성을 보였다. 분리막의 투과 특성을 
측정한 결과, 톨루엔이 첨가되었을 때 밀집 표면층의 두께 증가에도 불구하고 거의 동일한 배제율을 유지하면서 투과 
플럭스는 5배 이상 증대하는 효과를 보였다.

Polysulfone membranes were prepared via the phase inversion process. Toluene was added as a nonsolvent additive in the 
casting solution containing a mixture of polysulfone and n-methylpyrrolidone. When prepared via the diffusion-induced proc-
ess using isopropanol as a precipitation nonsolvent, the solidified membranes revealed a similar asymmetric structure irre-
spective of the addition of toluene, presenting both a dense skin layer and a sponge-like support layer. The added toluene 
played a role of enhancing liquid-liquid phase separation of the casting solution, and skin layer thickness of a prepared mem-
brane increased with toluene content in the casting solution. On membrane performance, the solute rejection showed a uniform 
behavior irrespective of the addition of toluene. However, in spite of the significant increase in dense skin layer thickness, 
the water permeation through the membrane prepared with 60 wt% toluene revealed five times as much flux, compared with 
that of the membrane prepared without toluene addi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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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현재 효과적인 물질분리를 위해 증류, 추출, 흡수, 흡착. 재결정 

등의 다양한 분리공정이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리공정

들은 다량의 에너지소비 및 공간이용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정들을 대체할 에너지 절약형 첨단 

분리공정으로서 고분자 분리막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고분자 

분리막은 선택분리 및 효율적인 물질투과기능 등을 전제로 화학 

및 환경, 의료, 바이오텍 산업 등에 이르기까지 그 산업적 수요가 

날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공업 및 농업폐수, 독성 산업폐기물 등 

환경오염의 심각성이 전세계적으로 대두되어 이의 해결을 위한 집

중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앞으로 고분자 분리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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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빈도가 더욱 증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역삼투용 고분자 

분리막을 이용해 도금폐수 중의 각종 중금속들을 99%까지 제거함

은 물론이고 섬유산업의 염색폐수 처리에도 분리막 공정의 높은 

제거 효율이 인정되고 있다. 아울러, 최근 미국(Orange County, 
California)에서는 산업폐수를 직접 식수로 전환하는데 고분자를 이

용한 분리막 공정을 주요 공정의 하나로 이용하고 있으며, 향후 이

러한 공정은 주요 도시의 식수를 공급하는데 중요 공정으로 널리 

활용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1]. 한편, 고분자 분리막을 수처리 분

야에 적용할 때 한계점이 종종 드러나게 되는데 특히 산업폐수를 

처리해야 하는 경우에 폐수 중의 유기용매 등 각종 화학약품과 접

촉을 하거나 고온폐수 등 열악한 조업 조건에서 고분자 분리막이 

손상되어 원래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분리

막 공정을 산업폐수 처리 혹은 기타 열악한 조업 조건의 화학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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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chematic of PSF membrane preparation process. 

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내약품성 및 내열성이 뛰어난 고분자 분리

막의 제조가 필수적이다. 
고분자 분리막은 분리 대상 물질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제조

할 수 있으며, 현재 분리막을 제조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상전

환 현상을 이용하여 다공성을 갖게 하는 상전환법(Phase Inversion 
Process)이다[2,3]. 이 방법은 용매와 비용매의 상호 교환에 의한 고

분자의 고형화를 유도하여 막을 제조하는 공정이다. 이 공정에서 

중요한 시작점은 상분리가 전제된 열역학적으로 안정된 고분자 용

액을 제조하는 것으로 고분자 소재를 적절한 용매에 용해시켜 균

일한 용액을 제조하는 것이다. 이 용액을 유리판과 같은 지지체에 

제막한 후 비용매에 침지시키면 용매와 비용매의 상호 확산에 의

한 고분자 용액의 조성이 변하게 된다. 이때 액체-액체 상분리 현

상을 포함한 고분자의 고형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서 용매와 비

용매가 차지하고 있던 부분의 일부분이 기공으로 되어 막의 형상

을 이루게 된다[4-7]. 분리 대상 물질이 액체인 경우 역삼투압막을 

제외한 한외여과 및 정밀여과용 고분자막은 다공성의 표면을 지니

는 것이 일반적이며, 기체 분리에 사용되는 막의 경우 표면이 비다

공성 성질을 지니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다공성막은 고분

자를 적합한 용매에 용해시킨 고분자용액을 필름, 튜브 또는 중공

사(hollow fiber) 형태로 성형한 후 비용매 욕조에 침지시켜 용매와 

비용매의 상호 교환에 의하여 고분자를 응집시켜 고형화시키거나, 
투명 필름 등을 레이저 등을 사용한 2차 처리를 통해 기공성을 부

여하여 제조하는 방법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비다공성막은 고분자

용액을 제조한 후 휘발성 용매를 빠르게 증발시켜 제막용액의 표면 

밀집도를 향상시킨 후 비용매 욕조에 침지시켜 제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고분자 분리막은 분리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막

의 표면층에서 선택 분리하는 기능을 갖도록 치밀층을 유지하게 

하고, 그 하부의 지지층은 다공성구조를 가지는 비대칭형막으로 

제조된다. 이러한 비대칭형 막의 제조에 가장 널리 활용되는 상전

환법을 통한 분리막의 제조 공정에서 막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용매와 비용매의 상호 확산 속도와 이에 따른 조성 변화에 

의해 일어나는 용액의 상분리 현상이라 할 수 있다[8,9]. 일반적으

로 용매와 비용매의 상호 확산이 빠르고 비용매가 고분자와 열역

학적으로 호환성이 낮아 상분리 현상이 빠르게 진행될 경우 막의 

내부에 큰 기공구조(finger-like structure)가 생기는 것이 일반적이

며, 상분리 현상이 지연될 경우 치밀한 표면층과 함께 막의 내부에 

균일한 미세 기공구조(sponge-like structure)가 생성되는 것이 일반

적이다. 이때 고분자, 용매, 비용매의 상호작용이 열역학적 상분리

도에서 상분리가 일어나는 경계선(binodal 또는 spinodal curve)을 

결정하게 된다[5-7]. 
폴리설폰은 우수한 물리 화학적 특성을 소지하여 정밀여과 또는 

한외여과를 위한 공정에 직접 사용되거나 역삼투압 및 나노여과막

의 지지층 등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10-13]. 이러한 물성과 함께 

상전환공정에 적용되기에 적합한 용해도 특성을 지니고 있어 고분

자를 이용한 상전환 분리막의 제조 공정을 이해하는데 폴리설폰이 

널리 이용되어 왔다. 폴리설폰 분리막의 구조 및 형상 변화를 위해 

제막용액에 비용매를 첨가하거나 제조된 고분자 막의 표면 개질을 

유도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비용매 첨가제를 

이용하는 방법에는 비용매와 호환성을 지니며 구조용 고분자와 호

환성을 지니는 고분자 첨가제를 이용한 방법이 다각도로 진행되어 

왔다. 특히 폴리설폰 및 침지용 비용매인 물과 열역학적 호환성을 

지니는 폴리비닐피롤리돈이나 폴리에틸렌글리콜 등 친수성 고분

자를 제막용액에 첨가하여 분리막을 제조하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

졌다[14-16].
한편, 폴리설폰과 열역학적으로 호환성을 지니는 저분자형 비용

매를 사용하여 폴리설폰 상전환막의 제조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경우는 상대적으로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물을 침지용 비용매로 

사용하였을 경우 폴리설폰과 침지용 물에 모두 호환성을 지니는 

비용매를 상대적으로 찾기 어려운 때문으로 분석된다. 
본 연구에서는 상전환법에 의한 폴리설폰 고분자 분리막을 제조

함에 있어, 제막용액에 첨가된 저분자형 비용매의 조성변화에 따

른 막의 형상변화 및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폴리설폰과 n-메틸

피롤리돈으로 구성되는 제막용액에 이들과 호환성을 지니는 톨루

엔을 첨가시켜 제막용액의 특성을 변화시키고, 제막된 용액필름을 

이소프로필알코올을 이용하여 침지시켜 고분자막을 제조하고 형

성된 분리막의 특성을 조사하였다. 

2. 실    험

2.1. 시약

제막용액의 제조를 위한 고분자는 폴리설폰은 Udel1700 (Amoco, 
USA)을 사용하였으며, 용매는 n-메틸피롤리돈은 Showa (Japan)의 

시약을 사용하였고, 톨루엔은 Merck (Germany)의 시약을 구입하여 

특별한 정제 과정 없이 사용하였다. 침지용 비용매로 사용된 이소

프로필알코올은 (주)대정화금으로부터 순도 99.5%의 공업용을 구

입하여 사용하였다. 배제율 측정을 위한 폴리에틸렌글리콜은 Sigma- 
Aldrich Chemical의 분자량 400, 3400, 10000 (g/mol)을 구입하여 사

용하였다.

2.2. 상전환법에 의한 고분자 분리막 제조 

고분자 분리막의 제막방법은 Figure 1에 나타내었다. 제막용액을 

준비하기 위해 삼각 플라스크에 n-메틸피롤리돈과 폴리설폰 그리

고 비용매 첨가제인 톨루엔을 함께 집어넣고 고무 격막(septum)으
로 밀봉한 후 160 rpm으로 교반기를 사용하여 상온에서 12 h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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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Disc type module for permeation test.

① recovery tank ② feed tank ④ needle valve 
⑤ pressure gauge ⑦ permeate tank ⑧ balance
Figure 2. Schematic diagram of permeation flux measurement.

Table 1. Cloud Point Data of Polysulfone Casting Solutions

Solution composition (wt%) IPA content at cloud pointa 
(g)/(wt%)PSF Tol NMP

15

0 85 14.89/ 27.13
10 75 13.22/ 24.84
20 65 12.61/ 23.97
40 45 9.32/ 18.90
60 25 5.91/ 12.87

aSolution composition is based on 6.0 g PSF.

혼합하여 균일한 폴리설폰 용액을 제조하였다. 제막용액에서 고분

자의 함량은 15 wt%로 고정되었으며 톨루엔은 0∼60 wt% 까지 변

화시켰다. 
준비된 제막용액을 깨끗한 유리판 위에 Doctor blade를 사용하여 

300 µm로 제막하였다. 도포된 용액 필름은 대기에 방치 없이 제막 

직 후 비용매 욕조에 침지시켜 고형화시켰다. 비용매 욕조에서 용

매와 비용매의 교환이 이루어지도록 상온에서 이소프로필알코올

에 24 h 침지 후 증류수에 24 h 재침지시켜 이소플로필알코올이 증

류수와 교환되도록 하였으며, 총 48 h 경과 후 다시 증류수에 침지

시켜 투과도 및 배제율 시험 전까지 보관하였다. 

2.3. 흐림점의 측정

폴리설폰 제막용액의 상평형도는 용액의 흐림점을 측정하여 얻

어졌다. 폴리설폰과 용매인 n-메틸피롤리돈 그리고 첨가제인 톨루

엔을 삼각 플라스크에 넣은 후 고무격막으로 막고, 자력교반기를 

이용하여 혼합하였다. 24 h 경과 후 균일한 용액이 생성되었는가를 

확인한 다음, 교반을 계속하면서 비용매인 이소프로필알코올을 플

라스크의 주둥이에 있는 격막을 통해 주사기를 사용하여 주입시켰

다. 용액이 흐리게 변하는 순간의 무게를 측정하여 흐림점에서의 

고분자, 용매, 비용매로 이루어진 계의 조성을 결정하였다.

2.4. 투과도 및 배제율 측정

제조된 막의 투과플럭스 측정을 위한 장치와 모듈은 Figure 2와 

Figure 3에 나타내었다. 막 면적 33.17 cm2 인 디스크 타입의 모듈

을 제작하여 순수한 물의 투과플러스를 측정하였다. 조작압력은 3 
kgf/cm2 로 실시하였고, 20리터의 순수한 물을 펌프를 통해 막모듈

에 공급하여 플럭스를 측정하였다.
제조된 분리막의 배제율 측정은 폴리에틸렌글리콜을 증류수에 

용해시켜 투과 실험을 수행하고 투과액에서의 폴리에틸렌글리콜

의 함량은 수중총유기탄소분석기(TOC-VCSH, Shimadzu)를 이용하

여 이루어졌다.

2.5. SEM 사진

제막조건에 따라 제조된 폴리설폰막의 형상구조를 분석하기 위

하여, 액체질소를 사용하여 고분자막을 파단한 후 금-팔라디움(6 : 
4)합금을 도포시킨 후 주사전자현미경(JSM-6300, JEOL)을 이용하

여 횡단면의 구조를 촬영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상전환 공정을 이용한 고분자 분리막의 제조에 있어 제막용액의 조

성과 침지용 비용매의 열역학적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상전환 공정에

서의 상분리 특성을 예측할 수 있다. 우선, 제막용액의 구성 분자들의 

용해도상수를 통해 기본적인 열역학적 호환도를 살펴보면, 첨가제로 

사용된 톨루엔의 용해도상수(solubility parameter)는 18.2 (J/cm3)1/2 이
며 주용매인 n-메틸피롤리돈은 23.0을 지니고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폴리설폰 제막용 침지용 비용매인 물의 47.9와는 현격한 차이를 보인

다[17-20]. 22.5의 용해도상수 값을 지니는 폴리설폰의 값과 비교할 

때 톨루엔이 n-메틸피론리돈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

지만, 실제로 폴리설폰과 톨루엔을 혼합하였을 경우 폴리설폰이 톨루

엔에 용해되지 않고 고분자의 부풀림(swelling) 현상이 일어난다. 따라

서 제막용액에 첨가된 톨루엔은 완전한 비용매로서의 역할보다는 폴

리설폰에 대해 비교적 크지 않은 용해도 감소를 초래함으로써, 제막

용액의 조성에서 톨루엔이 60 wt% 이상을 차지하였을 때도 혼합용액

은 투명성을 보이면서 균일성을 유지하였다. 
침지용 비용매인 이소프로필알코올을 포함한 용액의 열역학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흐림점 측정을 수행하였다. Table 1은 폴리

설폰, n-메틸피롤리돈, 톨루엔으로 이루어진 투명한 3성분계의 균

일 용액에 비용매로 사용되는 이소프로필알코올을 첨가시켜 나타

난 흐림점에서의 조성을 보여준다. 용액의 액체-액체 상분리를 나

타내는 흐림점에서의 조성에서 용매인 n-메틸피롤리돈이 톨루엔

으로 대체되는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흐림점에서 비용매인 이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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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Cross sections of polysulfone membrane prepared by immersion into a water bath of a polysulfone and n-methylpyrrolidone (15 : 85) 
solution.

로필알코올의 양도 감소함을 보여주고 있다. 비용매 첨가제가 포함

되지 않은 폴리설폰과 n-메틸피롤리돈의 두 가지 성분으로만 구성된 

제막용액은 약 27.1 wt%의 이소프로필알코올이 첨가되었을 때 액체-
액체 상분리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을 보인다. 이에 비해 톨루엔이 

제막용액의 조성에서 n-메틸피롤리돈의 많은 부분을 대체하여 60 
wt%를 차지하였을 경우 액체-액체상분리 현상은 전체 조성의 12.9 
wt%의 이소프로필알코올이 첨가되었을 때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

고 있다. 즉, 비용매인 톨루엔의 양이 전체 제막용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적은 양의 침지용 비용매의 첨가에 의해 상전

환을 초래할 수 있는 상분리 현상이 촉진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

이다. 한편, 동일한 조성의 폴리설폰과 n-메틸피롤리돈으로 구성된 

제막용액을 물에 의해 침지시켰을 때 상분리를 초래할 수 있는 비용

매 물의 함량은 6.2 wt%로 나타나는데 이는 이소프로필알코올의 약 

1/4 정도로서 상전환 공정에 적용되었을 이소프로필알코올에 비해 

물에 의한 상분리 현상이 상대적으로 촉진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1].
폴리설폰과 n-메틸피롤리돈의 2성분계 제막용액을 물에 침지시

켜 제조된 고분자막의 경우 Figure 4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손가락 

형태의 큰 기공을 지니는 비대칭형 구조를 지니며 이런 구조로 인

하여 실제 분리공정에서 안정성이 저하되는 특성을 지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5]. 한편, 이소프로필알코올과 같이 폴리설폰과 열역

학적으로 큰 차이가 나지 않는 비용매를 사용할 경우 제조된 분리

막에 손가락 형태의 큰 기공 형성은 급격히 감소하게 된다. 즉, 침
지용 비용매로서 물을 사용한다면 열역학적으로 제막용 고분자와 

물의 열역학적 호환성이 낮아져, 침지 후 상전환은 급격히 일어나

게 되며 이에 따라 제막용액 표면의 고형화가 촉진되고 막의 하부

층에는 손가락 형태의 큰 기공이 생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비

해 침지용 비용매로 이소프로필알코올의 경우 비용매와 고분자의 

열역학적 특성이 상대적으로 근접하게 되고, 상전환 과정에서 제

막용액의 표면층에서는 상분리에 앞서 겔화할 때까지 표면에서의 

고분자 농도가 증가하게 되며 궁극적으로 밀집된 형상을 보이게 

된다. 이때 표면층에서의 고분자 밀집화 현상에 따른 비용매와 제

막용액의 용매와의 전반적인 상호 확산의 속도 저하는 하부층 전

체의 고형화 속도의 저하를 초래한다. 결과적으로 열역학적 평형

에 가까운 상태에서 상분리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서 스폰지 형태

의 고형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톨루엔 첨가없이 폴리설폰과 n-메틸피롤리돈으로 이루어진 제막

용액을 이소프로필알코올로 침지시켜 제조된 막의 형상은 Figure 
5(a)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밀집 형태의 표면과 스폰지 형태의 하

부층을 이루어진 분리막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한편, 톨루엔이 첨

가되고 이소프로필알코올에 침지시켜 제조된 폴리설폰 막의 형상

은 비용매 첨가제의 첨가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밀집형 표면층과 

벌집 형태의 스폰지형 하부구조의 형상은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Figure 5(b)-(e)). 이러한 구조는 표면층의 경우 급격한 고분자 농도

의 증가와 이에 따른 겔화 현상의 특성이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시

켜 준다. 아울러, 하부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밀집 표면층에 의해 

급격하게 확산속도가 감소하여, 비교적 열역학적 평형에서 일어나

는 벌집구조가 변함없이 나타나고 있다.
이소프로필알코올을 침지용 비용매로 사용되어 제조된 모든 막

의 형상이 기본적으로 유사한 형상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톨루엔 

첨가제에 의한 고분자막의 변화에 있어 뚜렷한 형상 변화가 확인되

어 진다. 제막용액에 비용매인 톨루엔의 증가에 따라 밀집 구조의 

표면층의 두께는 줄어들기보다는 증가하는 현상을 보여준다. 
Figure 5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톨루엔이 제막용액에 60 wt% 첨가

된 경우(Figure 5(e))와 톨루엔이 첨가되지 않은 제막용액으로부터 

형성된 경우(Figure 5(a))를 비교해 보면 전자에서의 막의 표면두께

는 약 8 µm 이며 후자는 약 3 µm로서 약 2배 이상이 차이가 확인된

다. 이에 비해, 고분자막의 전체 두께는 톨루엔의 첨가와 함께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비용매에 침지되었을 때 제

막용액의 표면층에서의 고형화에 도달하기까지의 상호확산시간이 

톨루엔이 첨가되었을 때 증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전체

적인 제막용 용매와 침지용 비용매의 상호확산 지연은 비용매의 제

막용액의 내부로의 침투보다는 제막용액으로부터 침지용 비용매로

의 확산에 의해 지배되는 특성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용매와 비용매의 상호 확산도를 측정하기 위해 Wilke- 

Chang 식[22]를 이용하여 각각의 확산계수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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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Cross sections of polysulfone membranes prepared by isopropylalcohol immersion precipitation with: 0 wt% (a), 10 wt% (b), 20 wt% 
(c), 40 wt% (d) and 60 wt% toluene (e) in a casting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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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utual Diffusivity of Solvents and Nonsolvents

Diffusivitya,b

DS→N DN→S

NMP(S)c,d H2O(N) 10.2 10.4

NMP(S) IPA(N) 5.9 9.8

TOL(S) IPA(N) 5.2 27.1
aCalculated at 25 ℃ by the Wilke-Chang equation
bAssociation factor: 2.26 for water, 1.2 for isopropanol, 1.1 for 
n-methylpyrrolidone, 1.0 for toluene

cNMP: n-methylpyrrolidone, IPA: isopropylalcohol, TOL: toluene
ds: solvent, n: nonsolvent

Figure 6. Effect of toluene addition to polysulfone casting solution on 
water permeability (Operating pressure: 3 kgf/cm2).

Figure 7. Effect of toluene addition to polysulfone casting solution on 
polyethylene glycol rejection.

DAB는 용매 B에 대한 용질 A의 확산계수를 나타내며, ø는 용매 

B의 association factor, MWB는 용매 B의 분자량, T는 절대온도, 은 

끓는점에서의 용질 A의 몰랄농도, 그리고 µB는 용매 B의 점도를 

나타낸다. Table 2에 보이는 바와 같이 물과 n-메틸피롤리돈과 비

교하여 이소프로필알코올과 n-메틸피롤리돈 그리고 이소프로필알

코올과 톨루엔과의 상호확산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물론 제막

용액에서 용매들은 폴리설폰과 밀접히 결합하고 있어 희석 용액 

상태에서의 확산계수를 예측식으로부터 계산된 결과와는 구별될 

필요가 있지만, 제막용맥의 용매들이 비용매로의 확산에 있어 침

지용 물로의 확산에 비해 이소프로필알코올로의 확산이 낮은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조된 분리막들의 투과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순수 물의 투과

도와 폴리에틸렌글리콜을 이용한 배제율을 측정하고 상호특성을 

비교하였다. Figure 6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모든 제조된 막은 투

과압력 시험 수행에서 약 90 min 후부터 정상상태의 투과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모든 분리막들이 비슷한 구조를 지니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투과 압력이 적용되었을 때 고분자의 밀집 현상이 

나타나고 안정화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모
든 막의 최종 안정화 상태에서의 투과도는 톨루엔이 첨가됨에 따

라 증가함을 보인다. 60 wt%의 톨루엔을 포함하는 제막용액으로부

터 제조된 막의 경우 톨루엔 첨가 없이 제조된 막과 비교할 때 5배 

이상의 투과도를 보인다. 특히, 톨루엔을 첨가하여 제조된 막의 표

면층의 두께가 톨루엔 첨가 없이 제조된 막과 비교하여 확실히 두

꺼운 형상을 지녔음을 고려할 때 이는 주목할 만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고분자막의 표면층이 밀집구조의 형상을 지녔을 경우, 투과

물질이 분리막을 투과하기 위해 고분자 구조 사이를 지나쳐야 하

는 굴곡도(tortuosity)는 표면층의 두께와 함께 증가하게 된다. 한편, 
상대적으로 물질투과에 대한 저항이 아주 낮은 하부층 구조를 고

려할 때, 표면층에서의 투과저항이 분리막의 투과 특성을 결정한

다고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톨루엔이 첨가된 제막용액으로부터 

제조된 분리막들이 이러한 표면층의 두께 증가에도 불구하고 투과

도가 증가하는 현상은 톨루엔 첨가에 따른 밀집 표면층 내부에 기

공도의 향상에 의한 것이라 가정할 수 있다.
제조된 분리막들의 기공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폴리에틸렌글리

콜을 사용하여 배제율을 측정하였다(Figure 7). 제막용액에 톨루엔

의 첨가 여부 또는 첨가된 톨루엔의 양에 따라 뚜렷하게 나타나는 

투과도와 달리, 배제율의 경우 톨루엔의 첨가 또는 첨가된 양에 관

계없이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분리막들은 분자

량이 10000인 폴리에틸렌글리콜에는 90% 정도의 거의 동일한 배

제율을 나타냈으며, 분자량이 3400인 경우에는 약 45% 정도를 보

였다. 또한, 분자량이 400인 경우에는 톨루엔인 60 wt% 첨가된 제

막용액으로부터 제조된 막과 톨루엔 없이 제조된 막이 비슷한 배

제율을 보였다. 즉, 표면층에서 기공의 특성은 모든 막에서 거의 

동일하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였을 때, 제막용액에 톨루엔을 첨가시키고 

이소프로필알코올의 비용매에 침지를 통해 상전환 분리막 제조 공

정은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요약될 수 있다. 톨루엔의 첨가에 의해 

열역학적으로 상분리 현상의 촉진을 초래할 수 있으나, 톨루엔 첨

가에 의한 제막용액의 물성 변화는 제막된 고분자 용액의 표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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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겔화층 형성의 시간을 지연시킨다. 제조된 분리막의 밀집 표

면층의 두께는 제막용액에서의 톨루엔 함량 증가와 함께 증가하

며, 막 전체의 두께는 이와 반대로 감소한다. 표면층의 두께 증가

에도 불구하고 톨루엔이 포함된 제막용액으로부터 생성된 분리막

은 톨루엔 없이 제조된 분리막과 거의 유사한 배제율과 함께 투과

도의 향상을 보이는데 이는 기공 자체의 크기 변화보다는 기공 수

의 증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4. 결    론

상전환 공정을 이용한 폴리설폰 고분자막의 제조에서 제막용액

에 비용매 첨가제로서 톨루엔을 첨가시키고 이의 영향을 분석하였

다. 비용매로서 톨루엔은 열역학적으로 제막용액의 상분리 현상을 

촉진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막용액에

서의 톨루엔 함량 증가에 따라 상전환을 통해 제조된 분리막의 표

면층 두께는 증가하였으며, 이에 비해 막 전체 두께는 반대로 감소

하였다. 표면층 두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제조된 분리막을 통한 

투과도는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 제막용액 조성의 60 wt%가 톨루

엔인 제막용액으로부터 제조된 분리막은 톨루엔 없이 고형화된 분

리막에 비해 5배 이상의 투과도를 보였다. 투과도의 변화에도 불구

하고 제조된 모든 막에서 배제율은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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