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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막 모듈 내 스페이서는 용액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공간 확보와 더불어 유체의 난류를 형성시키므로 농도분극화 

현상을 감소시키고 막 표면에 축적되는 오염물을 용액 내로 혼합하여 높은 투과유속과 분리막 모듈을 장기간 운전하

는데 도움을 준다. 본 연구에서는 분리막 모듈 내 원형, 십자형, 다이아몬드형 및 육각형 단면의 스페이서와 스페이서

의 배열 각도, 용질 배제율 및 투과유속에 대한 농도 변화를 “COMSOL Multiphysics” 프로그램으로 수치 해석하여 

최적화하였다. 4가지 형태의 스페이서 중에서 십자형 단면 스페이서를 포함한 모듈의 경우가 분리막 표면 농도를 가

장 낮게 유지하였으며 스페이서의 배열 각도는 30°가 효율적이었다. 스페이서가 없는 모듈 출구에서 분리막 표면의 

농도는 입구보다 약 2.09배까지 증가하였으나 가장 효율적인 십자형 스페이서를 30°로 배열할 경우 약 1.29배로서 최대 

37% 낮았다. 또한 투과유속이 증가할수록 십자형 스페이서의 농도분극 감소효과는 급격히 증가하였다.

As the spacer in the membrane module provide the channel space to flow the feed solution smoothly and induce the flow 

turbulence, it could help to reduce both the concentration polarization and to take the long-term operation of membrane mod-

ules with high permeate flux by mixing the accumulated contaminants on the membrane surface into the bulk solution. In 

this study, the concentration distribution in membrane module with respect to the spacers which have the cross-sectional 

shapes of circle, cross, diamond and hexagon, the angles of spacer configuration, solute rejection and permeate flux were 

interpreted and optimized numerically using the “COMSOL Multiphysics” software. The concentration on the membrane sur-

face was kept the lowest level for the cross-shape among the above four types of spacers. Also the 30 degree spacer config-

uration was showed as the most efficient case. The concentrations on the membrane surface at the module outlet for without 

spacer and the cross shape with the 30 degree spacer configuration were 2.09 and 1.29 times higher than those at inlet, 

respectively. The reduction effect of concentration polarization increased rapidly as the permeate flux increased. 

Keywords: plate membrane module, COMSOL, spacers, concentration polarization, permeate flux

1. 서    론
1)

분리막 공정기술은 고순도, 고기능성 물질의 제조와 지구 환경보호 

등의 사회적 요구에 따라서 간단한 실험실적 규모로부터 산업분야의 

대규모 공정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응용된다. 이러한 분리막 공정

은 기존의 증류 공정과는 다르게 상변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 물리 기

계적인 분리 조작이므로 기존 공정과 비교하여 약 70∼80%의 에너지

를 절약할 수 있으며 분리 원리 및 공정이 비교적 간단하므로 장치의 

구성이나 설치가 쉽고 차지하는 공간 역시 작아서 시설비 투자를 줄

이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일반적으로 원료 용액은 가압펌프를 이용하

여 적절한 운전압력으로 가압하여 분리막 모듈에 공급되는데 원료용

† 교신저자 (e-mail: kychung@seoultech.ac.kr)

액 중 용매는 분리막을 쉽게 통과하여 분리되지만 분리막을 투과하지 

못한 용질은 분리막 표면이나 근처에 머물면서 농축하게 되는데 이를 

농도분극화(concentration polarization) 현상이라 하며 분리막 모듈 및 

공정설계 또는 적절한 운전방법으로 극복하여야 큰 문제점으로 주목

받으며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3]. 이와 같은 농도분극 저항 또

는 막오염을 감소시키는 연구는 크게 고기능성의 분리막 소재 개발이

나 역세척 또는 세정 방법을 조합한 시스템의 최적 운전방법 그리고 

유체역학적 난류 현상을 이용한 효율적인 분리막 모듈 설계분야로 구

분할 수 있다.

정밀여과(microfiltration) 또는 한외여과(ultrafiltraion) 분야에 널리 

사용되는 평판형 분리막 모듈 및 나노여과(nanofiltration) 또는 역삼투

(reverse osmosis)에 주로 적용되는 나권형 분리막 모듈에는 단면이 원

형인 필라멘트가 그물모양으로 이루어진 부직포 스페이서를 삽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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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a) A schematic diagram of membrane module with spacer 

and (b) membrane module with spacer configurations.

(a)

(b)

(c)

Figure 2. Geometric configuration of membrane module : (a) θs = 

30°, (b) θs = 45°, and (c) θs = 60°.으로써 분리막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 용액이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

록 설계되어 있다. 또한 분리막 모듈 내에 설치된 스폐이서는 유로의 

단면을 축소시키며 유체 흐름에 장애물(baffles)이 되므로 자연적으로 

난류를 형성시키게 된다. 최근 이러한 스페이서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으며 여러 가지 실험과 이론적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4-8]. 또한 

분리막 모듈 내 유체의 이동현상과 분리막 표면의 농도분극 및 이와 

관련된 현상들을 규명하여 스페이서 형태 및 구성을 최적화할 목적으

로 CFD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프로그램을 이용한 모델링이 

수행되고 있다[8-11]. 그동안 많은 연구들은 스페이서 형태 및 간격에 

따른 유체의 유동현상 및 물질수지 해석이며 대부분이 2차원적 직교 

또는 원통 좌표계를 이용한 수치 해석에 국한되어 있다. 하지만 분리

막 모듈에 삽입되는 스페이서는 원형형태의 필라멘트가 그물 형태로 

이루어져 2차원적 해석보다는 비록 수치해석 소요시간이 많이 걸리지

만 최근의 고성능 마이크로프로세서를 탑재한 컴퓨터를 활용하여 3차

원 직교 또는 원통 좌표계의 수치 해석이 스페이서 각도에 따른 이동

현상을 효과적으로 규명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분리막 모듈에 삽입

되는 스페이서의 필라멘트는 원형의 단면형태에 관한 모델링을 시도

하였으며 다양한 형태의 스페이서에 따른 분리막 표면의 농도변화 및 

농도분극화의 감소 효과에 대한 연구들은 활발히 수행되지 않고 있다

[8-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형(circle), 십자형(cross), 다이아몬드형

(diamond) 및 육각형태(hexagon) 단면의 다양한 스페이서 형태 및 스

페이서 필라멘트의 배열 각도 변화에 따른 농도분극화 현상을 3차원

적으로 수치 해석하여 최적의 스페이서 형태를 규명하며 분리막의 

용질 배제율, 투과유속 등 시스템 운전변수에 따른 분리막 모듈 내의 

농도 변화를 수치적으로 해석하고자 시도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분리막 모듈의 모델링

원형 형태의 스페이서를 포함한 분리막 모듈의 개략도는 Figure 1에 

나타내었다. Figure 1(a)에서와 같이 일정한 농도(C0)를 포함하는 원료

용액은 y축 방향으로 일정한 유속()으로 평판형 분리막 모듈 내로 

유입되며 투과유속( )은 z축 방향으로 일정하게 분리막을 통과한다. 

스페이서는 원료용액이 흐를 수 있는 공간 즉 유로(channel)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난류흐름을 형성시켜 분리막 표면에 형성되

는 농도분극을 감소시킬 수 있다. 분리막은 원료측 channel의 위, 아래

에 위치하고 일정한 용매 배제율(R)로서 용질을 분리 제거한다. 분리

막 모듈은 channel 높이(H)와 스페이서의 직경(ds)이 각각 4 × 10
-3 

m

와 3 × 10
-3 

m로서 분리막 모듈에 삽입된 스페이서가 channel 높이의 

75%를 차지한다.

스페이서의 각도(


)에 따른 분리막 표면의 농도분극화 현상을 수

치해석하기 위하여 Figure 1(b)와 같이 3차원 직교 좌표계를 사용하여 

입체적으로 해석하였다. 모듈에 삽입되는 스페이서는 원형을 포함한 

4가지 형태의 필라멘트가 일정한 각도(


)와 거리를 갖는 그물 형태

로 되어있다. Figure 1(b)에서와 같이 각각의 필라멘트는 ∆x 및 ∆y 

거리만큼 떨어져서 배치되며 필라멘트의 거리는 ∆y = 1 × 10
-2

 m를 

기준으로 식 (1), (2)와 같이 계산하였으며 ∆x는 스페이서의 각도에 

따라 달라진다.

 


∆

∆
(1)

∆ ∆∙   ∆  ×   (2)

또한 분리막 모듈은 x축 방향으로 Figure 1(b)에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구간이 일정하게 반복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표시된 

구간을 수치해석 영역으로 설정하여 모델링하였으며 모델링에 사용

한 형태를 Figure 2에 나타내었다. 스페이서 각도는 Figure 2에 나타낸 

것과 같이 x축 방향과 스페이서가 이루는 각도를 기준으로 설정하였

다. 스페이서의 각도는 30°, 45° 및 60°로 배치되어 있으며 스페이서

의 각도에 따라 반복되는 구간의 길이 ∆는 각도에 따라 각각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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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ure 3. Various cross-sectional shapes for spacers : (a) circle, (b) 

cross, (c) diamond, and (d) hexagon types.

Table 1. The Parameter Values used in the Numerical Analysis

Parameters Values

Physical properties

ρ (feed solution, water density) 997 kg/m
3
 at 25 ℃

µ (feed solution, water viscosity) 8.94 × 10
-4 

kg/m⋅s at 25 ℃

D (BSA diffusivity) 6.3 × 10
-11 

m
2
/s

Operation conditions

 (inlet velocity) 0.1 m/s

 (membrane wall flux) 1 × 10
-4
∼1 × 10

-5
 m

3
/m

2
⋅s

C0 (inlet concentration) 1 mol/m
3

0.7∼1R (rejection)

Geometry configurations

H (feed channel height) 4 × 10
-3

 m

tm (membrane thickness) 5 × 10
-4

 m

rs (spacer diameter) 3 × 10
-3 

m

θs (spacer angle) 30°, 45°, 60°

  × 10
-2

, 1 × 10
-2 

및 



× 10

-2 
m가 된다. 모듈의 길이는 해석

하는 영역을 최소한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용액 흐름방향인 y = 1 × 

10
-1 

m까지 계산하였다. 모델에 사용한 스페이서의 단면은 Figure 3과 

같이 원형(circle)을 기본으로 십자형(cross), 다이아몬드형(diamond) 및 

육각형태(hexagon)의 스페이서 필라멘트가 그물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 사용한 여러 가지 parameter는 Table 1에 요약하였다. 

수처리용 평판형 분리막 모듈에 관한 농도분극을 계산하기 위하여 

25 ℃의 순수한 물의 밀도 및 점도를 사용하였고 용질로는 분자량이 

약 67000인 단백질 성분의 BSA (Bovine Serum Albumin)로서 BSA의 

확산계수는 6.3 × 10
-11

 m
2
/s이다[8]. 원료용액은 1 mol/m

3
의 BSA 

농도를 갖으며 0.1 m/s의 속도로 유입되며 분리막의 용매 배제율은 

0.7∼1, 분리막의 투과유속은 1 × 10
-4
∼1 × 10

-5 
m

3
/m

2
⋅s로 변화시켰

으며 단위면적당 투과유량으로 환산하면 360∼36 L/m
2
⋅h이 된다.

2.2. 지배방정식(Governing Equations)

분리막 모듈에 적용할 운동량 및 물질 수지를 수치적으로 계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정을 적용하였다.

- 원료용액은 일정한 농도와 속도를 가지며 유입된다.

- 분리막은 농도분극에 상관없이 일정한 투과유속(


)을 갖는다.

- 원료용액은 순수한 물의 물성치를 사용하였으며 분리하는 용질은 

BSA로 가정한다.

- 원료용액의 농도변화에 따른 물성치는 변화하지 않고 일정하다.

- 운전온도는 25 ℃로 일정하다.

2.2.1. 연속 및 운동량 방정식

난류상태로 흐르는 원료용액에 대한 정상상태 비압축성 연속방정

식 및  난류모델 운동량 방정식은 원료 측에 적용하였으며 식 (3)

∼(6)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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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Values of the Empirical Constants in the k-ε Turbulence Model[10]

Cµ C1 C2 σk σε σs

0.09 1.44 1.92 1.0 1.3 1.0

Table 3. Boundary Conditions for Membrane Module

Inlet (y = 09) 
  

  
     


 





Outlet (y = L)



 




 




 




 




 




 

z-axis centerline (z = H/2)



 




  

 



 




 




 

x-axis centerline (x = tan
-1
θs) 

 



 




 




 




 




 

Membrane surface (z = 0) 
  

  
        




 

Figure 4. Mesh structure of membrane module.

여기에서 는 유체의 밀도, 는 시스템에 가해지는 압력, 는 tur-

bulent kinetic energy, 은 dissipation rate of turbulent kinetic energy, 

Cµ, C1 및 C2는 상수, 는 diffusion Prandtl number for turbulent en-

ergy, 는 diffusion Prandtl number for dissipation rate를 나타내며 식 

(3)∼(5)의  ,   및 는 3차원 직교좌표계에서 x, y 및 z 방향 속도

를 나타낸다. 

2.2.2. 물질수지 방정식

원료용액에 대한 물질전달 방정식은 convective-diffusion equation을 

적용하였으며 정상상태에 대하여 식 (7), (8)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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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여기에서 C는 mass concentration, D는 diffusivity, σs는 turbulent 

Schmidt number이며  난류모델과 물질수지에 사용된 상수는 

Table 2에 요약하였다.

2.2.3. 경계조건 및 수치해석방법

 난류모델의 운동량 및 물질수지를 수치적으로 계산하기 위한 

경계조건을 Table 3에 나타내었으며 여기에서 사용된 상수 λ의 값은 

0.005이며 H 및 R은 분리막 모듈의 channel 높이 및 용질 배제율을 

나타낸다.

분리막 모듈의 수치해석은 미분방정식 형태를 취한 지배 방정식을 

“COMSOL Multiphysics v.4.1” software package를 사용하여 해석하

였다. 수치 해석에 적용한 mesh는 tetrahedral 모양으로 10 내지 13만

개의 개수를 갖는 모델로 설정하였으며 Figure 4에 나타내었다. Mesh

의 크기는 수학적으로 변화량이 많은 분리막 표면 및 스페이서 표면

에서 최소 2.75 × 10
-5

 m의 크기를 가지며 상대적으로 변화량이 적은 

bulk 부분에서는 최대 6 × 10
-4 

m의 크기를 갖도록 일정한 비율로 

증가시켰다. 이는 용액의 속도 및 농도변화가 분리막 표면과 스페

이서의 표면에서 많이 일어나며 bulk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며 이러한 방법은 모델링 프로그램에서 신뢰성이 있는 결과를 

얻고 수치 해석하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

다. 수치 해석은 stationary로 실시하였으며 solver는 “PARDISO”를 사

용하여 해석하였다.

3. 결과 및 토의

3.1. 스페이서 형태에 따른 분리막 표면 농도 변화

평판 모듈 내 스페이서 형태에 따른 분리막 표면의 농도변화를 확인

하기 위하여 용액의 난류 또는 혼합이 발생하지 않는 스페이서가 없는 

가상적인 모듈의 경우와 원형, 십자형, 다이아몬드형 그리고 육각형태

의 스페이서 모듈에 유입되는 원료용액의 속도를 0.1 m/s, 배제율 R 

= 1, 분리막의 투과유속 1 × 10
-4

 m
3
/m

2
⋅s 및 스페이서의 각도가 45°

로 배치되었을 때 분리막 표면의 농도변화 결과를 Figure 5에 나타내

었다.

Figure 5(a)는 x축 좌표가 0인 지점에서 공급용액이 흐르는 방향

(y축 방향)으로 형성되는 농도변화로 스페이서가 없는 평막 모듈의 

경우, BSA 입구농도에 대한 분리막 표면에서의 농도비(Cw/C0)는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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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5. BSA concentration ratio at membrane surface for uin = 0.1 

m/s, R = 1, and υw = 1 × 10
-4

 m
3
/m

2
⋅s, and θs = 45° : (a) 

y-directional concentration at x = 0 and (b) x-directional concentration 

at outlet, y = 0.1 m.

(a)

(b)

Figure 6. (a) BSA concentration ratio at membrane surface with 

respect to configuration angle of the circular spacer for uin = 0.1 m/s, 

R = 1, and υw = 1 × 10
-4

 m
3
/m

2
⋅s, and (b) y-directional flow 

velocity with respect to configuration angle of the circular spacer.

막 입구 근방인 y < 2 × 10
-2 

m
 
범위에서 급격히 증가한 후 2 ×10

-2
 

< y < 2 × 10
-1 

m
 
범위에서는 거의 선형적으로 증가하여 출구인 y = 

1 × 10
-1 

m지점에서 2.05까지 증가하였다. 하지만 각 스페이서의 경우 

농도분극화 현상은 y = 1 × 10
-2 

m를 주기로 최대, 최소값을 나타내면

서 증가하는데 이는 Figure 2에서와 같이 스페이서가 1 ×10
-2 

m
 
거리

를 두고 반복적으로 배열되기 때문이다. 4가지 형태의 스페이서를 포

함한 모듈의 경우, BSA 입구농도에 대한 분리막 표면에서의 농도비

는 약 1.29 내지 1.58까지 증가하며 스페이서가 없는 모듈에 비해 약 

24 내지 37% 정도 감소하였다. 원형 및 육각형태의 스페이서를 포함

한 모듈의 경우, 분리막 표면에서의 농도비는 1.58까지 증가하였으며 

다이아몬드형 및 십자형태의 스페이서를 포함한 모듈의 경우는 1.35 

및 1.29까지 각각 증가하였다. 육각형태 스페이서는 원형과 유사한 

형태로서 표면 농도분극 현상이 서로 비슷하지만 다이아몬드형과 

십자형태 스페이서는 중심 단면적이 넓고 상, 하부 단면적이 좁은 

형태로서 단면적 변화가 상대적으로 큰 십자형태 스페이서의 경우, 

농도분극 감소 효과가 보다 큰 것으로 판단된다.

Figure 5(b)는 출구인 y = 0.1
 
m 지점에서 스페이서가 반복되는 x축 

방향으로 형성되는 농도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스페이서가 없는 

모듈의 경우, 원료용액의 난류 및 혼합이 형성되지 않으므로 x축 방향

으로 BSA 입구농도에 대한 분리막 표면에서의 농도비는 일정하게 나

타났다. 반면에 스페이서가 포함한 모듈의 경우, 스페이서에 의하여 

원료용액의 난류 및 혼합이 일어나므로 BSA 입구농도에 대한 분리막 

표면에서의 농도비는 스페이서의 위치에 따라 최대 0.05까지 변화하

였다.

  

3.2. 스페이서 각도에 따른 분리막 표면 농도 변화

스페이서가 없는 모듈의 경우와 원형, 십자형, 다이아몬드형 그리고 

육각형태의 스페이서가 각각 30°, 45° 및 60°로 배치되어 있는 모듈에 

유입되는 원료용액의 속도를 0.1 m/s, 배제율 R = 1, 분리막의 투과유

속 1 × 10
-4

 m
3
/m

2
⋅s로 하였을 때 분리막 표면의 농도변화 결과를 

Figures 6과 7에 나타내었다.

Figure 6(a)는 스페이서가 없는 모듈의 경우와 원형의 스페이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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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ure 7 : BSA concentration ratio at membrane surface with respect to the spacer type for uin = 0.1 m/s, R = 1, and υw = 1 × 10
-4

 m
3
/m

2
⋅s 

: (a) θs = 30°, (b) θs = 45°, and (c) θs = 60°.

Figure 8. BSA average concentration ratio at outlet, y = 0.1 m with 

respect to distance from membrane surface for uin = 0.1 m/s, R = 1, 

υw = 1 × 10
-4

 m
3
/m

2
⋅s and θs = 30°.

30°, 45° 및 60°로 배치된 모듈의 경우, BSA 입구농도에 대한 분리막 

표면에서의 농도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스페이서가 없는 모듈의 

경우, 분리막 표면에서의 농도비가 2.05까지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원형의 스페이서가 30°로 배치된 모듈의 경우는 1.46까지 증가

하였다. 스페이서가 45° 및 60°로 배치된 모듈의 경우, BSA 입구농도

에 대한 분리막 표면에서의 농도비는 각각 1.57 및 1.68까지 증가하였

다. Figure 6(b)는 스페이서가 없는 모듈과 원형의 스페이서가 30°, 

45° 및 60°로 배치된 모듈 내에 형성되는 y방향 유체의 속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스페이서가 없는 모듈의 경우 용액의 혼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일정한 유속으로 흐른다. 반면에 스페이서를 포함한 모듈의 

경우는 스페이서와 배치 각도에 따라서 유체가 흐르는 단면이 변화하

므로 유체의 속도는 주기적으로 변화하였다. 배치각도가 30°, 45° 및 

60°에서 형성되는 최대유속은 각각 0.3, 0.23 및 0.16 m/s로서 30°로 

스페이서가 배치될 때 가장 빠르게 형성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스페이서가 분리막 모듈 내에 존재할 경우, 유속 변화에 따라서 분리

막 표면에 쌓인 용질이 보다 효과적으로 혼합되어 Figure 6(a)에서와 

같이 분리막 표면에서의 BSA 농도가 낮게 형성됨을 알 수 있다. 

Figure 7은 4가지 형태의 스페이서 각도에 따른 분리막 표면에서의 

농도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Figure 7(a)는 스페이서의 각도가 30° 

로 배치될 경우로서 분리막 표면에서의 농도비가 약 1.29 내지 1.46

까지 증가하며 스페이서가 없는 모듈에 비하여 약 30 내지 37% 감소

함을 확인할 수 있다. 원형 스페이서를 포함한 모듈의 경우, 모듈 입구

인 y = 0.1 m 근방에서는 분리막 표면 농도가 가장 낮았으나 그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출구 농도비는 1.46에 도달하여 4가지 형태의 

스페이서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이아몬드와 육각 형태의 스페이

서를 포함한 모듈의 경우는 원형에 비해 약 7.5% 감소한 1.35까지 증

가하였으며 또한 십자형태의 스페이서 경우는 원형 대비 약 12% 감

소한 1.29까지 증가하여 4가지 형태의 스페이서 중 가장 효과적인 것

으로 나타났다. Figure 7(b)는 스페이서의 각도가 45°인 경우로서 분

리막 표면에서의 농도비가 1.29 내지 1.58까지 증가하며 스페이서가 

없는 모듈에 비해 약 24 내지 37% 감소하였다. 원형 및 육각형태의 

스페이서를 포함한 모듈의 경우, 분리막 표면에서의 농도비는 스페

이서의 각도가 30°로 배치된 모듈보다 각각 약 8.2, 17% 상승한 1.58

까지 증가하였으며 Figure 7(a)에 나타난 농도변화와 다르게 두 형태 

스페이서를 포함한 모듈의 출구 농도비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다이아

몬드 및 십자 형태의 스페이서를 포함한 모듈의 경우는 30°로 배치된 

모듈과 비슷하게 각각 1.35, 1.29까지 증가하였다. Figure 7(c)는 스페

이서 각도가 60° 경우로서 분리막 표면에서의 농도비가 약 1.37 내지 

1.67까지 증가하여 스페이서가 없는 모듈에 비해 약 18 내지 33% 감

소하였다. 원형 및 육각형태의 스페이서를 포함한 모듈의 경우, 분리

막 표면에서의 농도비는 스페이서의 각도가 30°로 배치된 모듈에 비

해 각각 약 14.4, 23.7% 상승한 1.67까지 증가하였다. 하지만 다이아

몬드 및 십자형태의 스페이서를 포함한 모듈의 경우, 스페이서의 각

도가 30°로 배치된 모듈에 각각 약 1.5, 6.2% 상승한 1.37까지 증가하

였다. 따라서 십자형태의 스페이서를 포함한 모듈은 수치 모사한 모

든 각도에서 분리막 표면 농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며 농도분극 감소

에 효율적이다. 원형 및 육각형태의 스페이서를 포함한 모듈은 30°, 

45°, 60° 순으로 분리막 표면 농도가 증가하는데 원형형태의 스페이서

를 포함한 모듈보다 육각형태의 스페이서를 포함한 모듈이 스페이서 

각도에 대하여 민감하게 변화하였다. 반면에 다이아몬드형태의 스페

이서 모듈은 30°, 45° 및 60°에서 분리막 표면의 농도가 거의 일정하

게 나타났으며 스페이서 각도가 60°로 배열될 경우 십자형태의 스페

이서에서 나타나는 농도가 비슷하였다.

3.3. 분리막 모듈 내 농도 분극

분리막 모듈 내 z 방향에 따른 농도변화 즉 농도분극 현상을 확인

하기 위하여 스페이서가 없는 모듈과 스페이서 각도 30°인 원형, 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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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Effect of solute rejection on BSA concentration at membrane 

surface for uin = 0.1 m/s, R = 1, υw = 1 × 10
-4

 m
3
/m

2
⋅s and θs 

= 30°.

Figure 10. Effect of permeate flux on BSA concentration at membrane 

surface without spacer and with the cross spacer for uin = 0.1 m/s, R

= 1, and θs = 30°.

형, 다이아몬드형 그리고 육각형태의 스페이서 모듈에 원료용액 속도 

0.1 m/s, 분리막 투과유속 1 × 10
-4 

m
3
/m

2
⋅s 및 배제율 R = 1인 경우, 

출구인 y = 0.1 m
 
지점에서 분리막 표면으로부터 높이에 따른 x 방향

의 평균 농도비를 Figure 8에 나타내었다. 스페이서가 없는 모듈의 

경우, 분리막 표면 평균 농도비는 약 2.05에서 부터 z방향으로 높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1.49까지 감소하며 농도분극이 명확하고 두껍게 형

성됨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4가지 형태의 스페이서를 포함한 모듈

은 유체의 유로에 삽입된 스페이서로 인하여 형성되는 혼합 효과로 

인하여 농도비는 분리막 표면에서 1.22 내지 1.39로 부터 높이가 증가

함에 따라서 1.08 내지 1.30까지 감소하였으며 농도분극층 역시 얇게 

형성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원형 스페이서의 경우, 분리막 표면에서의 

농도는 다이아몬드, 육각형 그리고 십자형보다는 높지만 벌크 용액에

서의 농도 역시 높아서 농도 분포 기울기인 농도 분극 현상은 가장 

작게 나타났다. 하지만 십자형 스페이서의 경우, 농도 자체는 낮지만 

농도 분극 현상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3.4. 용질 배제율 및 투과유속에 따른 농도 변화

용질 배제율에 따른 농도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배제율을 0.7에서 

1까지 변화시키며 분리막 모듈 내에 농도를 계산하였다. 스페이서가 

없는 모듈과 원형, 십자형, 다이아몬드형 그리고 육각형태의 스페이서 

각도를 30°로 고정시키고 유입되는 원료용액의 속도를 0.1 m/s, 분리

막의 투과유속 1 × 10
-4 

m
3
/m

2
⋅s일 경우, 출구의 분리막 표면에서 x

방향의 평균농도비를 Figure 9에 나타내었다.

스페이서가 없는 경우와 스페이서를 포함한 모듈의 경우 모두 배제

율이 증가할수록 분리막 표면의 농도가 선형적으로 증가하였다. 스페

이서가 없는 경우 R = 0.7일 때 농도비는 1.58에서 R = 1.0일 때 2.05

까지 기울기가 1.67로서 선형적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원형, 육각

형, 다이아몬드형 및 십자형 스페이서의 경우 역시 배제율에 따라서 

농도비는 선형적으로 증가하였으며 기울기는 0.5 ± 0.03 범위로 스페

이서가 없는 경우보다는 농도비의 절대값 및 증가율이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분리막 표면에 농축되는 용질이 모듈 내 삽입된 스페이

서에 의하여 벌크용액으로 보다 원활히 혼합되어 분리막 표면 농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투과유속에 따른 분리막 표면 농도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조건에서 R = 1로 고정하고 투과유속을 1 × 10
-4

 내지
 
1 

× 10
-5 

m
3
/m

2
⋅s

 
범위에서 변화시켰으며 스페이서가 없는 경우와 가장 

효율적인 십자형 스페이서 경우를 수치 계산하여 Figure 10에 나타내

었다. 투과유속이 낮은 1 × 10
-5 

m
3
/m

2
⋅s에서 스페이서가 없는 경우

와 십자형 스페이서의 출구 평균농도비는 각각 1.13 및 1.07로 낮았으

며 두 경우의 차이 역시 5%로 작았다. 그러나 스페이서가 없는 경우

는 투과유속이 증가함에 따라서 분리막 표면의 농도가 급격히 증가하

여 투과유속이 1 × 10
-4 

m
3
/m

2
⋅s

 
일 때 2.05까지 도달하였다. 하지만 

십자형 스페이서의 경우는 1 × 10
-4 

m
3
/m

2
⋅s

 
까지 투과유속을 증가하

여도 분리막 표면 농도비는 1.29까지 20% 이내로 증가하여 투과유속

이 클수록 스페이서의 효과가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4. 결    론 

스페이서가 없는 모듈과 4가지 형태의 스페이서를 포함한 모듈에 

대하여 스페이서의 형태 및 배열 각도, 분리막의 배제율 및 투과유속

에 따른 분리막 표면의 농도분극화 현상에 대하여 수치적으로 계산하

였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용액 중 순수는 분리막을 투과하고 분리막 표면에 농축되는 용

질의 농도는 스페이서가 없는 모듈의 경우 모듈의 입구 이후에 선형

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스페이서가 삽입된 모듈의 경우는 용액의 혼합

효과 등으로 분리막 표면 농도가 반복적으로 서서히 증가하였다.

2) 원형, 십자형, 다이아몬드형 및 육각형태의 스페이서 중에서는 

십자형 스페이서 그리고 스페이서 배열각도가 30°일 때 농도분극을 

감소시키는데 가장 효율적이었다. 

3) 십자형 스페이서에 의한 농도분극 감소효과는 투과유속이 10
-5
에

서 10
-4 

m
3
/m

2
⋅s까지 증가하면서 5에서 37%까지 급격히 증가하였다. 

또한 십자형 스페이서에 대하여 투과유속이 10
-4 

m
3
/m

2
⋅s으로 가장 

높아 농도분극이 크게 나타날 경우 배제율에 따른 농도분극 감소효과

는 R = 0.7 일 때 32%, R = 1.0 일 때 37%로서 상대적으로 적게 변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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