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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이온 교환막은 전기투석뿐만 아니라 역전기투석에 의한 전기생산과 축전 탈이온에 의한 정수 분야에 이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폴리비닐알콜 수용액 상에서 (vinylbenzyl)trimethylammonium chloride와 2-hydroxyethyl meth-

acrylate를 중합한 후 글루타르산과의 에스테르화 반응, 그리고 글루타르알데히드와 가교반응을 통해서 음이온 교환막

을 제조하였다. 실험 변수에 따라 음이온 교환막을 제조하고 이온교환막의 전기화학적 물성을 조사하였다. 중합반응

에서 음이온 교환성 단량체 비율에 따라 이온교환량과 저항 값이 변하였으며, 에스테르화 반응에서는 글루타르산의 

함량의 증가에 따라 함수율과 전도도가 감소하였다. 형성된 필름과 알데히드의 가교반응 시간 변화는 함수율, 전기저

항, 이동수 값들에 영향을 미쳤다. 끝으로 제조된 이온 교환막의 chronopotentiometry와 한계전류밀도도 측정하였다.

Anion exchange membranes can be used for reverse electrodialysis for electric energy generation, and capacitive deionization 

for water purification, as well as electrodialysis for desalination. In this study, anion exchange membranes of poly((vinylben-

zyl)trimethylammonium chloride-2-hydroxyethyl methacrylate)/poly(vinyl alcohol) were prepared through the polymerization of 

(vinylbenzyl)trimethylammonium chloride and 2-hydroxyethyl methacrylate in aqueous poly(vinyl alcohol) solutions, ester-

ification with glutaric acid, and cross-linking reaction with glutaraldehyde. We investigated electrochemical properties for the 

anion exchange membranes prepared according to experimental conditions. Ion exchange capacity and electrical resistance for 

the membranes were changed with a variation in the monomer ratio in polymerization. Water uptake and conductivity for 

the membranes decreased with an increase in the content of glutaric acid in esterification. The change in the time of cross-

linking reaction with the formed film and glutaraldehyde affected electrochemical properties such as water uptake, con-

ductivity, or transport number for the membranes. Chronopotentiometry and limiting current density for the anion exchange 

membranes prepared were measu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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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음이온 교환막은 음이온을 선택적으로 투과하는 분리막으로서 전

기투석을 이용한 담수화, 순수제조, 수중의 질산성 이온제거 등 광범

위하게 이용된다[1,2]. 또한 역전기투석(reverse electrodialysis) 분야에

도 활용되어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3,4]. 최근에는 

전기적 흡착에 의한 방법으로 물에 용존 되어 있는 이온들을 제거하

는 축전 탈이온법(capacitive deionization, CDI)이 있다[5,6]. 여기에 일

반적으로 탄소전극이 사용되는데 전극 성능의 향상을 위해 전극 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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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온교환막을 함께 장착하여 사용한다[7,8].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음이온 교환막은 주로 스티렌계의 중합체나 

폴리술폰 같은 고분자에 염화메틸화와 아민화 반응 또는 암모늄 클로

라이드(ammonium chloride)의 작용기를 가진 그룹을 붙이는 반응을 

통해 제조된다[9]. 다공성 지지체 내에서 스티렌계 유도체 단량체와 

다른 단량체의 중합에 의해 공중합체를 형성하고 음이온 교환 작용기를 

도입하는 음이온 교환막도 문헌에 보고되어 있다. 이 등[10]은 다공성 

지지체(폴리에틸렌) 내에 VBC (vinylbenzyl chloride), DVB (divinyl- 

benzene) 단량체로 공중합한 후에 TMA (trimethylamine)으로 아민화

하여 음이온 교환막을 제조하였다. 이와 같이 기존에 상용화 되어 있

는 다공성의 폴리에틸렌(PE) 필름 또는 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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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FE) 필름을 이용하며 필름 기공내외에 비교적 적은 양의 이온교환

물질을 도입하여 음이온 교환막을 제조한다. 또 김 등[11]은 지지체

(폴리프로필렌) 내에 UV와 방사선 그라프트 중합법에 의해 VBTAC 

((vinylbenzyl)trimethylammonium chloride)와 HEMA (2-hydroxyethyl 

methacrylate)의 중합체를 제조하였다. 이 방법은 암모늄 클로라이드

의 작용기가 있는 VBTAC를 사용함으로써 발암성 물질(chloromethyl 

ether)을 사용하는 염화메틸화 반응과 아민화 반응 단계를 피할 수 있

었다. 황 등[12]은 폴리에틸렌을 지지체로 하는 GMA (glycidyl meth-

acrylate)-DVB 불균질 음이온 교환막을 제조하여 지하수에 포함되어 

있는 NO3
-
 이온을 제거하는데 적용하였다.  

다공성 지지체를 이용한 이온 교환막은 비교적 엷은 두께의 막과 

최소한의 이온교환성 물질을 사용한다는 복합막의 장점이 있으나 이

온교환성 물질과 다공성 지지체가 화학적인 결합을 하지 않고 물리적

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장시간 사용되는 경우 이들 물질이 서로 분리

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균질계 이온교환막은 재질이 균일한 관계

로 분리막으로서 장기간 사용 안정성이 우수하다.

그런데 VBTAC 단량체는 물과 알콜을 제외한 다른 유기용매 상에

서 중합하는 경우 용해도의 제한성이 있어 균질 이온교환막을 제조하

기가 쉽지 않다. 또한 물 또는 알코올 용매상에서 VBTAC 중합체의 

제조가 가능하더라도 친수성 용매를 포함한 유기용매에 잘 녹지 않고 

제막에 적합한 용매가 없는 관계로 필름 형태로 성형하기가 쉽지 않다.

PVA (poly(vinyl alcohol))는 친수성 고분자로서 바인더 소재나 분

리막 재료로 활용되고 있다. VBTAC와 HEMA을 사용하여 이온교환

막 제조하는 것은 발암성 물질과 아민류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제조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PVA 고분자 매트릭스 상에 VBTAC와 

HEMA를 공중합하였으며 물에 대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글루타르

산과 글루타르알데히드를 이용하여 가교 결합하였다. 그리고 제조된 

음이온 교환막의 전기화학적인 물성을 조사하였다.      

2. 실험 및 방법

2.1. 시약 

본 실험에서 PVA는 분자량(Mw)이 89000∼98000, 가수분해도가 

99% (Aldrich)이며 음이온 교환막 제조의 고분자 매트릭스(matrix)로 

사용하였다. VBTAC (Aldrich, 99%)와 HEMA (Junsei, 96%)는 고분자 

중합의 단량체로 사용되었으며, 글루타르산(glutaric acid) (Across, 

99%)은 에스테르화 반응의 카르복실 산, 그리고 글루타르알데히드

(glutaraldehyde) (일본 TCI, 50% 수용액)는 가교결합제로 각각 사용하

였다. 그리고 AIBN (2,2'-Azobis(2-methyl propionitrile)) (Across, 98%)는 

중합반응의 개시제로서 정제 없이 사용하였다. 에스테르 반응을 위한 산 

촉매로 황산(삼전순약(주), 95%)을 사용하였다. 이온교환 용량(I.E.C.) 

측정을 위하여 질산나트륨(5 N NaNO3, 삼전순약(주))과 중크롬산칼륨

(K2Cr2O7, Aldrich, 99%), 그리고 질산은 용액(0.1 N AgNO3, 삼전순약

(주))과 염화나트륨(NaCl, 99%, 삼전순약(주))을 각각 사용하였다.

2.2. 음이온 교환막 제조

둥근 플라스크에 미리 준비해 둔 15 wt% PVA수용액과 VBTAC, 

HEMA 단량체와 개시제인 AIBN을 투입하고 혼합하여 40 ℃ 온도에

서 2∼3 h 유지하며 교반하였다. 이 때 AIBN은 두 단량체 중량 합의 

1 wt%로 넣었다. 중합반응 후에 글루타르산으로 PVA와 HEMA의 

OH 그룹과 글루타르산의 COOH 그룹 간에 에스테르화 반응이 이루어

지도록 하였다. 이 반응에서는 산 촉매로 황산을 글루타르산의 10 wt%

로 넣어 24 h동안 교반한 후 이 용액을 일정한 두께로 캐스팅하여 60 ℃ 

오븐에서 16 h동안 유지하며 건조하였다. 가교반응의 영향 조건을 제

외하고 성형된 필름을 아세톤 대비 10 (v/v)% 글루타르알데히드 혼합

한 용액에 30 min 침지시킨 후에 100 ℃ 예열된 오븐에서 30 min 유

지하여 가교 결합된 음이온 교환막을 제조하였다. 제조된 음이온 교

환막은 증류수로 수차례 세척하여 pH를 중성으로 유지한 후 0.5 M 

NaCl 수용액에 24 h동안 담가두었다.

2.3. 이온교환막 물성 측정

2.3.1. 이온교환용량(Ion Exchange Capacity)

음이온 교환 막의 이온교환용량 측정법은 Mohr 법을 이용하였다. 

지시약으로 5 (wt/v)% 중크롬산칼륨수용액을 사용하였다. 이온교환막

은 1 M NaCl 수용액에 12 h 침적시켜 4급 염화암모늄 관능기 그룹과 

염화이온과의 접촉이 충분하도록 하였다. 이 막을 증류수로 여러 번 

세척하고 이온교환막 표면에 NaCl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점검하기 위

해 세척 잔류 액에 0.1 M AgNO3 수용액 몇 방울을 떨어뜨려 확인하

였다. 다시 증류수로 충분히 세척한 후에 2 M NaNO3 수용액 100 mL

에 이온교환막을 6 h동안 침적하여 막 내의 염화이온과 수용액중의 

질산이온이 서로 치환되어 염화이온이 용액 내에 유리 되도록 하였다. 

염화이온이 유리되어 포함된 용액 50 mL에 지시약인 중크롬산칼륨수

용액 0.6 mL을 넣었다. 노랗게 변한 용액에 적정액인 0.1 M AgNO3를 

떨어뜨리면 용액 내의 염화이온은 적정용액의 은이온과 결합하여 염

화은의 흰색침전이 되며, 종말점은 적갈색으로 변하였다.

다음과 같은 식 (1)에 의해 음이온교환용량을 계산하였다.

 


×


×


    (1)

단, NAgNO3는 AgNO3 표준용액의 노르말 농도이고, VAgNO3는 AgNO3 

표준용액 적정부피이며, Wdry는 건조한 막의 무게이다.

2.3.2. 막의 전기저항과 막 전도도

전기저항 측정용 셀은 이온교환막을 경계로 하여 2실로 나누어져 

있으며 양쪽 방 끝단에는 백금 plate 전극이 장착되어 있다[9]. 이온교

환막의 유효면적은 1 cm
2
이었다. 우선 제조한 이온교환막을 0.5 M 

NaCl 용액에 24 h 이상 충분히 담가 두어 전해질과 막이 평형이 되도

록 유지하였다. 주파수 1 kHz, 전압 1 V의 조건의 LCR meter (Hioki 

Model 3522)를 이용하여 전해질이 포함되고 이온교환막이 장착된 셀

에서 전기저항(R2)을 측정하고, 이어서 이온교환막이 없는 전해질만의 

전기저항(R1)을 각각 측정하였다. 이 두 저항의 차이로부터 다음 식 (2)

와 같이 음이온 교환막의 전기저항을 계산하였다.   

Rm (Ωㆍcm
2
) = R2 - R1            (2)

단, Rm은 이온교환막의 전기저항이고, R2는 셀에 장착된 이온교환

막과 전해질의 전기저항, R1은 전해질만의 저항이다. 

이온교환막의 전도도는 전기저항의 역수로서 다음 식 (3)에 의해서 

구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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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cheme of chemical structure for the poly(VBTAC-HEMA)/ 

PVA polymer cross-linked with glutaric acid and glutaraldehyde.

Figure 2. FT-IR spectra of different anion exchange membranes: (a), 

poly(VBTAC-HEMA)/PVA without cross-linking reaction; (b), poly 

(VBTAC-HEMA)/PVA esterified with glutaric acid; (c), poly(VBTAC- 

HEMA)/PVA esterified with glutaric acid and cross-linked with gluta- 

raldehyde.

단, Km은 이온교환막 전도도, Rm은 막 저항, d와 A는 막의 두께와 

단면적이다.

2.3.3. 함수율

함수율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온교환막을 증류수에 24 h 정도 침적

시켜 평형상태에 이르도록 하였다. 그 다음 물에 젖은 이온교환막 표

면의 수분을 티슈로 제거한 후 그 무게를 측정(Wwet)하였다. 침적 전후

의 무게 차를 측정하고 건조 이온교환막(Wdry)의 무게 대비로 다음 식 

(4)와 같이 이온교환막의 함수율을 계산하였다. 


 





×     (4)

단, Wu는 이온교환막의 함수율이며, Wwet는 물에 젖은 이온교환막

의 무게이며, Wdry는 건조 이온교환막의 무게이다.

2.3.4. 이동수(Transport number) 

이온교환막으로 분리되는 2실 구조 전기화학 셀로부터 막 포텐셜 

차이를 측정하여 다음 식 (5)와 같이 이동수를 구하였다[9]. Ag/AgCl 

기준 전극을 사용하였으며, 전해질로는 0.1 M KCl과 0.01 M KCl을 

사용하였다.

∅



 
                   (5)

단, Φm은 셀 포텐셜, a1, a2는 셀 내 전해질 농도의 활동도이다. R과 

T는 각각 기체상수와 절대온도이고, F와 t는 각각 패러데이상수와 이

동수이다.

2.3.5. 전기화학적 특성

제조한 음이온 교환막의 chronopotentiometry와 전류-전압곡선은 2실 

구조의 전기화학 셀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사용한 전극은 5 × 10 cm
2

의 Ag/AgCl 전극이고 전해조에 0.1 M NaCl 수용액을 넣어 실험하였

다. 전기화학 셀 2실 구조의 중앙에 음이온 교환막을 장착하였고, 설

치된 막의 유효면적은 0.785 cm
2
이었다. 막 양면에 가깝게 luggin ca-

pillary을 이용한 Ag/AgCl 기준전극을 설치하여 이온교환막을 경계로

하는 양쪽의 전위차 또는 전류를 측정하였다. 이온교환막의 전기화학적 

특성은 potentiostate/galvanostate (WEIS510, Wonatech)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음이온 교환막의 제조

우선 PVA 수용액 상에서 암모늄 클로라이드기를 함유한 VBTAC와 

하이드록시기를 지닌 HEMA을 중합하였다. 이 중합체는 물에 대한 

팽윤성이 높은 물질로 구성된 관계로 이온교환막의 함수율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양 끝단에 카르복실기를 지닌 글루타르산과 양 

말단에 알데히드기를 가진 글루타르알데히드를 이용하여 고분자들 

간에 에스테르 반응 및 가교결합 반응을 수행하였다. 이들 반응을 통

해서 고분자 내의 OH 그룹이 상대적으로 줄어듦에 따라 제조된 이온

교환막의 팽윤성을 적절한 수준으로 조절하고 물에 대한 안정성을 높

일 수 있었다. 친수성 고분자 매트릭스 내에서 단량체들의 중합, 글루

타르산과의 에스테르화 반응, 그리고 글루타르알데히드와의 가교결합

이 이루어지는 화학 구조식은 Figure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제조된 이온교환막의 전형적인 FT-IR 분석 결과는 Figure 2에 나타

낸다. 그림에서 (a)이온교환막은 PVA 수용액 상에서 VBTAC와 

HEMA를 중합만 한 것으로서 글루타르산이나 글루타르알데히드류에 

의한 에스테르화와 가교 반응을 하지 않았다. 중합 반응 시 VBTAC와 

HEMA 단량체의 몰 비율은 0.78이었다. (b)이온교환막은 (a)의 이온

교환막에 글루타르산으로 에스테르화 반응을 더 한 것이다. 이 반응

에 사용된 글루타르산의 함량은 PVA와 HEMA 중량 합의 30 wt% 이

다. 그리고 (c)이온교환막은 (b)이온교환막에 글루타르알데히드로 한 

단계 더 가교반응 한 것이다. 즉, 에스테르화와 가교의 두 반응이 모

두 이루어진 것이다. Figure 2에서 (a)이온교환막은 PVA와 HEMA에 

존재하는 하이드록시 작용기로 인해 3400 cm
-1 
부근의 OH 피크가 상

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이것은 에스테르화와 가교 반응이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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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arison of IR Absorbance Ratio of Functional Groups 

for Anion Exchange Membranes Prepared in Different Reaction Steps 

Different anion 

exchange 

membranes 

Cross-linking reaction step

IR absorbance ratio of 

-OH to -CH- group 

(A3400/A2900)

(a) 

in Figure 2 
none 4.63

(b) 

in Figure 2
esterified with glutaric acid 1.28

(c)

in Figure 2

esterified with glutaric acid

and cross-linked with 

glutaraldehyde

0.97

Figure 3. Effect of the mole ratio of VBTAC/HEMA monomer on ion 

exchange capacity and electrical resistance for poly(VBTAC-HEMA)/PVA

membranes. 

Figure 4. Effect of glutaric acid contents on water uptake and conductivity

for anion exchange membranes. 

지지 않아서 고분자 내의 OH 그룹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결과이며, 

Table 1에서도 C-H 그룹(2900 cm
-1

)에 대한 O-H 그룹의 IR 흡수비율

이 다른 이온교환막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부터 확인 된

다. 그러나 에스테르 반응이 더 이루어진 (b)이온교환막과 가교반응이 

추가로 일어난 (c)이온교환막의 경우 에스테르화와 가교결합 반응이 

계속 진행됨에 따라 하이드록시 그룹 피크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

상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Table 1의 반응 단계에 따라 C-H 그룹에 

대한 O-H 그룹의 흡수비율이 줄어드는 것으로부터 뒷받침 된다. 각 

이온교환막에서 para 치환된 벤젠 피크 영역인 850∼800 cm
-1
에서 피

크가 확인되어 벤젠고리를 가진 VBTAC임을 보여주며[13], 특히 

1340∼1330 cm
-1
에서 VBTAC의 C-N 특성피크를 보여주고 있다[12]. 

(b)와 (c)이온교환막에서 에스테르가 형성되면서 1275∼1200 cm
-1
에

서 C-O 신축진동 피크가 나타났다[14]. 또한 1720∼1710 cm
-1
에서 케

톤기(C=O)의 피크가 나타나서 에스테르화 반응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고분자 매트릭스와 공중합체간의 친수성 그룹을 가교하여 물에 대

한 팽윤성을 낮추고 막의 내구성을 높일 수 있다. 반응 물질과 실험 

조건에 따른 이온교환막의 가교도는 막의 전기저항과 함수율, 카운터

이온의 선택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2. 중합반응에서의 단량체 비율 영향

VBTAC와 HEMA 단량체의 몰 비율에 따른 중합반응으로 제조된 

음이온 교환막의 물성을 Figure 3에 나타낸다. 이때 HEMA 단량체와 

PVA 고분자의 무게 비율은  HEMA/PVA = 0.33/1으로 일정하게 유지

하였으며, 에스테르화 반응에서의 글루타르산은 PVA와 HEMA 중량 

합의 30 wt%로 일정하게 사용하였다. VBTAC 함량 변화에 따른 각 

반응용액을 캐스팅하고 에스테르화 단계를 거쳐 건조된 필름을 글루

타르알데히드/아세톤 혼합용액에 30 min 동안 침적하여 100 ℃, 30 min 

동안 건조하여 가교반응을 시켰다. Figur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HEMA

에 대한 VBTAC 몰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이온교환용량(I.E.C.)값이 

증가하고 반면에 전기저항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이온교환 고

분자막 내에서 4급 암모늄염을 가진 VBTAC 함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음이온 교환용량이 증대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관능기 그룹이 많이 

도입됨에 따라 물에 대한 팽윤성도 높아진다는 문헌의 결과와 일치한

다[11].  

3.3. 글루타르산 함량의 영향

VBTAC/HEMA 단량체 몰 비율을 0.78로 고정하여 중합반응 실험

을 하고 글루타르산의 함량을 변화하여 에스테르반응 정도를 조절하

였다. 글루타르산 함량의 변화는 PVA와 HEMA 중량 합에 대한 글루

타르산 비율로 하였다. 에스테르화 반응이 이루어진 필름은 글루타르

알데히드/아세톤 혼합용액으로 가교하여 음이온 교환막을 제조하였

다. Figure 4에 글루타르산 함량에 따른 이온교환막의 함수율과 전도

도를 나타낸다. 글루타르산의 증가에 따라 이온교환막의 함수율과 전

도도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이드록시기를 지닌 고분자와 글

루타르산과의 에스테르 반응 정도에 따라 PVA 고분자 매트릭스와 이

온교환성 중합체의 친수성기가 줄어들어 이온교환막의 함수율을 효

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었다. 에스테르화 반응단계에 있어서 글루타르산 

함량을 25∼30 wt% 범위 내에서 조절한 경우 함수율 50∼60 wt%와 

전기저항 4∼5 Ω⋅cm
2
의 이온교환막 물성을 얻을 수 있었다. 

3.4. 가교반응의 영향

PVA 수용액 상의 중합반응 단계와 에스테르화 반응 단계에서 VBTAC/ 

HEMA 단량체 몰 비율은 0.78로, 글루타르산은 PVA와 HEMA 중량 

합의 25 wt%로 각각 일정하게 유지하여 필름을 제조하였다. 제조된 

필름의 2차 가교 정도에 따른 물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아세톤 대비 

10 (v/v)% 글루타르알데히드 혼합용액에 60 ℃ 온도에서 1∼6 h 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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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Effect of cross-linking reaction time with glutaraldehyde on 

water uptake and electrical resistance for anion exchange membranes. 

Figure 6. Effect of cross-linking reaction time with glutaraldehyde on 

counter ion transport number and conductivity for anion exchange 

membranes. 

Figure 7. Chronopotentiometric curve of cross-linked poly(VBTAC- 

HEMA)/PVA membrane.  

Figure 8. Current-voltage curve of cross-linked poly(VBTAC-HEMA)/ 

PVA membrane. Electrolyte: (a) 0.013 M NaCl, (b) 0.019 M NaCl, 

and (c) 0.025M NaCl. 

유지하는 가교 반응을 하였다. Figure 5에 가교 반응 시간에 따른 이

온교환막의 함수율과 전기저항의 변화를 나타낸다. 가교반응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이온교환막의 함수율이 감소하였고 전기저항은 높아

졌다. 중합과 에스테르화 반응에 의해서 제조된 필름이 가교 반응 용

액 내에서 접촉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친수성 OH기가 줄어들고 고분

자 필름의 가교도가 높아진 것으로 사료된다. 고분자들이 서로 가교

해서 망상 고분자 구조를 형성하고 물에 용해되지 않는 상태가 된다. 

글루타르알데히드 가교 반응 시간에 따른 이온교환막의 이동수를 

조사한 그래프는 Figure 6에 나타낸다. 가교 반응 시간이 증가함에 따

라 전도도가 감소하고 이동수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가교 반응 

시간이 적은 경우에는 전도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물에 대한 팽윤도도 

높아진다(Figure 5). 이것은 이온교환막의 자유체적이 커지고 상대 이

온들의 이동이 원활하게 하여 이동수가 낮아지는 것과 관계가 있다

[15]. 이동수가 낮다는 것은 이온교환막에서 이온들이 투과할 때 음이

온의 선택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이온

교환막의 이동수는 0.95 이상으로 알려져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가교 

반응 시간 4 h 이상이면 이 기준치의 달성이 가능하다. 

3.5. 막의 전기화학적 특성

이동수가 0.95 이상이 되는 막(글루타르알데히드 가교시간이 5 h)

을 대상으로 전기화학적 특성 조사를 하였다. 전류밀도 변화에 따른 

chronopotentiometry 측정과 전류-전압(I-V) 곡선을 통하여 제조한 이

온교환막의 한계전류밀도를 확인하였다.

Chronopotentiometry는 이온교환막 표면 근처에서의 이온 이동현상

을 조사하기 위하여 이용되는데, 이온교환막이 장착된 시스템에 일정

한 전류 밀도를 공급할 때 전압 강하의 변화가 시간으로 관찰된다

[16]. 전기적 포텐셜 차이는 이온의 이동 거동의 차이를 나타낸다. 

Chronopotentiometry 측정은 0.1 M NaCl 전해질을 이용하여 측정

하였다. 일정한 전류밀도를 공급할 때 이온의 이동으로 인하여 막과 

전해질의 계면에서 발생하는 전위차를 시간에 따라 측정한 결과를 

Figure 7에 나타낸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급하는 전류밀도가 

증가할수록 전이시간(transition time)[17]이 11.2, 9.5, 7.9, 6.6, 그리고 

5.2 s 순으로 감소하였다. 

전류-전압 곡선의 측정은 1 µA/s scan rate에서 5 mA까지 전류를 

공급하여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를 Figure 8에 나타낸다. 전해질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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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화에 따라 확보된 I-V 곡선의 결과를 통해서 각각의 한계전류밀

도(limiting current density, LCD)를 얻을 수 있었다[18]. 전류-전압곡

선은 전형적으로 세 영역으로 구분되어 나타낼 수 있다. I영역은 오옴 

저항에 따라 전류가 상승하므로 전압이 증가됨이 보였고 II영역에서

는 농도분극현상으로 인하여 전압이 급격히 상승하게 된다. I영역과 

II영역의 접선의 교차점이 한계전류밀도로 표시된다. 한계전류밀도 이

상의 전류를 증가시키면 전기적 대류(electroconvection)가 일어나 전

류와 전압이 비례하는 모습으로 다시 나타났다(III 영역). 0.013 M 

NaCl 전해질에서의 LCD는 1.36 mA/cm
2
이고 0.019 M NaCl은 2.31 

mA/cm
2
 그리고 0.025 M NaCl에서는 3.29 mA/cm

2
로 전해질의 농도

가 증가함에 따라 한계전류밀도가 상승하였다. 일반적으로 전기투석

의 운전은 이온교환막 표면에서의 물질전달의 제한, 즉 농도분극의 

영향이 없거나 적은 한계전류밀도 이하에서 이루어진다. 

4. 결    론 

PVA 수용액 상에서 VBTAC와 HEMA의 중합체를 형성하고 글루

타르산의 에스테르화 반응과 글루타르알데히드의 가교반응에 의해 

음이온 교환막을 제조하였다. 수용성 고분자 매트릭스 상에서 4급 암

모늄염을 포함하는 VBTAC 중합체 형성이 잘 이루어졌으며 디카르복

실산인 글루타르산과 가교제인 글루타르알데히드의 반응조건에 따라 

이온교환막의 전기화학적 물성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었다. 에스

테르화 반응단계에서 글루타르산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함수율이 

줄어들고 전도도도 감소하였다. 적합한 가교반응 조건의 조절에 의해 

이동수가 0.95 이상, 즉 선택도가 높은 음이온 교환막을 제조할 수 있

었다. 제조된 이온교환막의 chronopotentiometry 측정과 전해질 농도

에 따른 한계전류밀도를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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