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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a desalination technology using RO membranes, chemical cleaning makes damage for membrane surface and membrane life

be shortened. In this research cleaning technology using direct osmosis (DO) was introduced to apply it under the condition of

high pH and high concentration of feed. When the high concentration of feed is injected to the concentrate side after release

of operating pressure, then backward flow occurred from treated water toward concentrated for osmotic pressure. This flow reduces

fouling on the membrane surface. Namely, flux of DO was monitored under pH 3, 5, 10 and 12 conditions at feed concentrations

of NaCl 40,000 mg/L, 120,000 mg/L and 160,000 mg/L. As a result, DO flux in pH 12 increased about 21% than pH 3. DO cleaning

was performed under the concentrate NaCl 160,000 mg/L of pH 12 during 20 minutes. Three kinds of synthetic feed water were

used as concentrates. They consisted of organic, inorganic and seawater; chemicals of SiO2 (200 mg/L), humic acid (50 mg/L)

sodium alginate (50 mg/L) and seawater. As a result, fluxes were recovered to 17% in organic fouling, 15% in inorganic fouling

and 14% of seawater fouling after cleaning using DO under the condition of concentrate NaCl 160,000 mg/L of pH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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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RO막을 이용한 새로운 기술의 도입으로 국내에서

도 해수담수화 공정을 시작하고 있다. 역삼투막 공정에서 

사용되는 RO막은 역삼투 공정에서 막표면에 유기/무기물

에 의한 오염물질로 인하여 막의 성능이 저하된다. 이러한 

오염물질의 저감여부는 막의 성능과 수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막표면의 fouling 저감을 위해서 일

반적으로 화학세정과 물리세정을 실시한다. 화학세정의 경

우 오염 물질에 따른 특정한 세정액을 제조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세정 시간 또한 물질별로 서로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같이 화학약품을 막표면에 지나치게 사용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막표면을 손상시켜 성능이 저하되어 

막의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으며, 막의 교체 주기 또한 단축

시킬 수 있다. 그리고 화학세정의 문제는 화학세정을 마치

고 나온 세정액의 후처리에도 있다. 약품을 사용한 용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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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 Membrane Model RE8040-SHN SWC5 SW30HRLE4040

type Thin-film Composite Thin-film Composite Thin-film Composite

material PA(Polyamide) PA(Polyamide) PA(Polyamide)

surface charge Negative Negative Negative

element configuration Spiral-Wound(Plate Sheet) Spiral-Wound(Plate Sheet) Spiral-Wound(Plate Sheet)

permeate flow rate 22.7 ㎥/day 34 ㎥/day 28 ㎥/day

nominal salt rejection 99.75 % 99.8 % 99.75 %

effective membrane area 0.0126 ㎡ 0.0126 ㎡ 0.0126 ㎡

operating pressure 50 bar 50 bar 50 bar

temperature 25℃ 25℃ 25℃ 

Table 1  사용 RO막 특성  실험 조건 

Fig.  1  SEPA unit 모식도

기 때문에 재처리 공정을 거처 방류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Boxia Mi et al, 2010). 그리고 세정시 모듈의 공정을 멈

춘 후 세정을 실시함에 따른 막처리수의 생산성 저하를 초

래하기도 한다(Jian Jun Qin et al, 2003).

  최근 논문(Qtaishat et al., 2009; 오혜진, 2009)에 의하

면 역삼투막의 표면특성에 따라서 강알칼리 원수의 경우에 

flux가 증가하는 연구논문이 발표되고 있다. 원수의 pH에 

따른 flux의 상승과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알칼리

에서는 flux의 상승을, 산성에서는 flux의 감소를 나타내고 

있다. pH에 따른 flux 의 증가는 막표면에서 발생하는 친수

기와 소수기에 의한 영향으로서, 막표면이 소수화됨에 따라

서 flux가 상승한다는 것이다(Andreas Gorenflo et al, 

2007; Elizabeth M et al, 2009; G. D. Kang et al, 2007; 

Jian Jun Qin et al, 2003; E. S Lee, 2010). 최근 물리세

정의 한 방법으로서 정삼투(direct osmosis; DO)를 이용

하여 막표면에서 발생되는 오염 물질의 막 폐색을 저감하려

는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Jian Jun Qin et al., 2010). Jian 

Jun Qin et al., 2010)은 고농도 용액을 주입시켜서 정삼투

를 이용한 물리세정을 수행한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이 논

문에서는 실제 파일럿에 농축수를 순환시켜서 물리세정을 

통한 막표면 세정에 효과적임을 밝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삼투(DO)를 이용하여 feed 측에 pH 

12의 고농도 농축수를 주입할 경우에, 역방향 flux의 변화

를 분석하고 막표면 변화를 측정함으로서, 정삼투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역방향 flux에 따른 수리학적 효과를 장기

적으로 세정에 적용하기 위한 기초특성을 분석하는 것이 연

구의 목적이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원수의 pH에 따른 flux에 대한 측정과 농

축수의 농도에 따른 역방향 flux(역투과수)량 측정, 농축수

의 pH에 따른 역투과수량 측정을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강

알칼리 농축수를 이용한 정삼투 세정의 성능을 알아보았다. 

실험에 사용한 막은 RE8040-SHN을 주로 사용하였고, 역

방향 flux를 측정할 때는 SWC5, SW30HRLE4040 등 두 

종류의 막을 추가로 사용하여 비교하였으며, 막의 특성과 

실험 조건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막의 종류는 PA막으

로서 thin-film composite type의 막을 사용하였으며, 막

표면의 전위는 (-)전위를 띄고 있으며, 공칭 염제거율은 

99.75%를 나타내고 있고, 운전 압력은 50bar에서 역삼투 

실험을 하였으며, 정삼투의 경우는 운전압력이 0bar로 떨

어지면 역방향 flux를 측정하였다. 실험에서는 나권형 모듈

에서 평막으로 잘라서 사용하였으며, 실험 장치는 아래의 

Fig. 1과 같다. Fig. 1은 GE osmonic사의 SEPA장치의 모

식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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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H에 따른 막표면 제타

  실험은 막의 표면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zeta potential

을 pH의 변화에 따라서 분석하였다. 또한 RO막의 기초표

면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pH가 3, 5, 10, 12로 변화할 때

에 AFM(atomic force microscope)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이때의 표면 roughness를 비교하였다. 정삼투에 의한 역방

향 flux량을 측정하기 위해 주입 농축수 농도에 따른 flux를 

비교하였으며, 이때 농축수 농도에 따른 최대 투과수 농도

를 결정하였다. 이때 사용된 feed측의 농축수 농도는 NaCl 

40,000 mg/L, 120,000 mg/L, 160,000 mg/L를 제조하

여 사용하였다. 그리고 정삼투 공정에서의 pH에 따른 정삼

투 투과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NaCl 160,000 mg/L에

서 pH를 각각 3, 8, 12로 바꾸면서 각 원수에 따른 정삼투 

투과수의 양을 비교함으로써 농축수의 pH 변화에 따른 역

방향 flux량 변화를 알아보았다. 이때 사용된 pH 조정제로

는 HNO3와 NaOH를 사용하였으며, 반응조 내부의 온도는 

25℃를 유지하였다.

  위의 실험을 통하여 얻어진 결과를 이용하여 향후 정삼투

로 인하여 발생하는 역방향 flux의 수리학적 흐름을 막세정

에 적용하기 위하여, 인공원수를 제조하여 fouling을 유발

시켜, 이를 정삼투 세정으로 제거하는 능력을 검토하였다. 

인공원수 제조시 사용한 유기물은 Sigma Aldrich사의 

Humic Acid 50 mg/L, Sodium Alginate 50 mg/L을 1:1

로 교반하여 사용하였으며, 무기물은 commercial silica 

colloids (Aerosil 200, Degussa)를 이용하여 SiO2 200 

mg/L의 농도로 사용하였다. 또한 실제해수를 사용하여 역

방향 flux에 의한 막세정효과를 알기 위하여 마산부근의 해

수를 채수한 후 이를 MF필터로 전처리하여 사용하였다. 정

삼투에 의한 역방향 flux 세정 실험에 의한 막오염물질의 

제거효과는 초기막 flux에 대한 세정전후막의 flux에 대한 

비율로 표시하였다(Table 4 참조). 

3. 결과 및 고찰

3.1 막표면 특성분석

  pH 3, pH 5, pH 10, pH 12의 원수를 막표면에 접촉시켰

을 때, RO막표면의 제타전위는 Fig. 2와 같이 변화하였다. 

pH가 산성일 경우 막표면의 전위는 -5 mV정도로 나타나

지만, 알칼리일 경우 -20∼-25 mV의 값을 나타내면서 음

의 전위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pH가 높아지면 zeta 

potential이 음으로 더욱 낮아지면서 표면이 소수성

(hydrophobic)이 되는데 막표면이 소수화되면 일반적으

로 polyamid막에서는 flux가 증가하게 된다(Qtaishat et 

al., 2009). 이러한 경향을 이용하여 최근 개발되는 RO막

은 막표면의 표면박층(skin layer)은 hydrophobic하게 만

들고 지지층(support layer)은 hydrophilic하게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투과 flux를 크게 하는 기능성 복합막이 개발되

고 있다(Qtaishat et al., 2009).  

  pH에 따른 막표면의 또다른 표면특성변화를 알기 위한 

AFM분석 결과가 아래의 Fig. 3에 나타나 있다. 분석 결과 

PA막의 표면은 pH 3에서 roughness의 상승을 가져왔으

며, pH 5, pH 10, pH 12에서는 45 nm에서 55 nm의 

roughness를 나타냈다. 막표면의 roughness는 막제조시

에 사용되는 단량체에 따라서 변화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표면에 굴곡이 심하게 발생되기도 한다. 막표면 형상

(morphology)에 따라서 flux제거율 및 유체의 이동현상이 

상이하게 나타난다. Table 2의 결과에서 pH가 낮은 경우 

막표면의 거칠어져서 막저항도 증가될 것으로 판단된다. 알

칼리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막표면의 roughness가 감

소하여 fouling 및 세정이 효과적인 것으로 사료된다. 

3.2 정삼투에 의한 역방향 flux 곡선

    

여기서 J는 flux, NDP는 net driving pressure, Rt는 total 

membrane resistance, Rm은 membrane resistance, Rc

은 cake resistance, △p는 operating pressure, △π는 

osmotic pressure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식(1)과 같이 NDP(net driving pressure)

은 압력변화(△P)에서 삼투압의 변화(△π)를 빼고 이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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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H 3에서 막표면 AFM (b) pH 5에서 막표면 AFM

(c) pH 10에서 막표면 AFM (d) pH 12에서 막표면 AFM 

Fig.  3  pH 3, 5, 10, 12 에서 막표면 AFM

Fig.  4 농도변화에 따른 정삼투 역방향 Flux 곡선  

Roughness(nm) Roughness(nm)

pH 3 117.9 pH 10 55.7

pH 5 47.0 pH 12 45.7

Table 2  pH에 따른 막표면 AFM 분석

Rm과 Rc의 합으로 나누면 구할 수 있다. 이때 압력변화가 

0이면 삼투압에 의한 flux가 식(2)와 같이 발생하는 데 이

것이 정삼투에 의한 역방향 flux이다. 

  본 연구에서도 운전압력을 0로 하여 순수한 정삼투에 의

한 역방향 flux를 실험을 통하여 산출하였다. Fig. 4는 농축

수의 농도를 세 가지로 나누어 역방향 flux의 양을 측정한 

결과로서 농축수의 농도가 높을수록 역방향 flux량이 증가

하였다. 결과에 의하면 NaCl 160,000 mg/L에서 역방향 

flux 량이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여기서 농도에 따른 역방향 flux량의 누적 그래프를 확인

할 수 있으며, 그래프에서 초기 투과유량은 많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투과 유량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막 support layer쪽에서 농도 분극층의 형성과 막

표면에서 발생하는 투과수로 인한 농도저하 때문으로 판단

되었다. Table 3은 RO 막 Unit내부의 feed측에서 막에 근

접한 표면농도와 feed 내부의 농도차를 내부순환유속을 증

가시켜서 혼합시켜줄 때의 역방향 플럭스 변화량 비교한 것

이다. 즉, 비록 가압운전압력은 0상태이지만, 막표면의 농

도분극을 줄이기 위하여 Unit내부 순환속도를 23.7 

cm/sec과 44.7 cm/sec으로 각각 변화시켰을때 역방향 플

럭스가 약 22%정도의 더 증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는 막표면측 농도가 순환유속이 증가하면서 감소되어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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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xing 시간 23.7 cm/sec 44.7 cm/sec F23.7/F44.7

300 sec 63 L/m2hr 80 L/m2hr 0.78

600 sec 85 L/m2hr 109 L/m2hr 0.78

1200 sec 109 L/m
2hr 139 L/m2hr 0.78

Table 3  Unit 내부 Feed측 mixing 속도변화에 따른 flux 증가량변화

Fig.  5 RE8040-SHN막의 역방향 flux변화

Fig.  6 SWC5 막의 역방향 flux변화

Fig.  7 SW30HRLE4040막의 방향 flux변화

종 플럭스가 증가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역방향 flux를 

이용하여 세정에 적용시 Unit내부순환유속을 증가시켜야 

효과적임을 시사해주는 결과이다.

  RO공정에서 원수의 pH변화에 따른 역방향 flux 증가량을 

분석한 결과가 Fig. 5∼Fig. 7에 나타나 있다. 실험에서는 3

가지 종류의 막(RE8040-SHN, SWC5, SW30HRLE4040)

을 가지고 수행하였으며, 실험 내용은 이전의 실험에서 사

용된 원수 NaCl 160,000 mg/L 농도에서 pH를 3, 8, 12로 

변화시켰을 경우에 역방향 flux를 측정함으로써 정삼투 공

정에서의 pH영향을 알아보았다. 결과에 따르면 사용된 3가

지 막은 모두 pH 12 > pH 8 > pH 3으로 역방향 flux량이 

변화하였으며, SWC5막이 다른 막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flux 통과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기초로 하

여 pH 12에서 발생되는 수리학적 흐름을 이용하면 pH 8에

서보다 fouling으로 인한 막오염을 주기적으로 저감시킬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주는 결과이다. 실제로 투과수량이 pH 

3 보다 pH 7 에서 21% 증가하였으며, pH 7 보다 pH 12 

에서 19% 증가하였다. Fig. 5을 통하여 확인하였을 때 정

삼투 공정에서도 농축수의 pH에 따라서 투과되는 투과수의 

양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Qtaishat et 

al.(2009)은 pH 7-8에서의 역방향 flux를 검토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강알칼리 소수성 상태하에서 flux가 증가하

는 것에 착안하여, 강알칼리에 의한 막표면의 세정효과와 

더불어 역방향 flux를 이용한 막표면 세정에 대한 기초자료

를 얻을 수 있었다.  

3.3 유기/무기 막fouling 세정에 용

  막표면에서 발생하는 막오염물질 중 유기물에 의한 막표

면 성상변화와 정삼투 세정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인공적

으로 유기물 파울링을 유발시킨후 역방향 flux를 통과시킨

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humic acid 50 mg/L와 

sodium alginate 50 mg/L을 교반하여 48시간 연속 운전

을 통해 인위적 fouling을 발생시켰다. 무기물의 경우 SiO2

를 이용하여 동일한 조건에서 운전후, 정삼투 세정을 실시

하였다. 이때 NaCl 160,000 mg/L 농도의 농축수를 각각 

pH 8과 pH 12로 변화하면서 정삼투 물리세정에 따른 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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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Fig.  8  정삼투 운 후 막표면 변화사진

A: new membrane
B: 160,000 mg/L + pH 12
C: 160,000 mg/L + pH 8

세정 세정후

유기물 무기물 유기물 무기물

NaCl 160,000 mg/L + pH 8 0.74 0.80 0.89 0.89

NaCl 160,000 mg/L + pH 12 0.75 0.80 0.92 0.83

Table 4  유기물/무기물에서 울링 발생후 정삼투 세정효율비교 (세정 후 flux/ 기 flux)

Fig.  9  해수 막오염 후 정삼투에 의한 막세정 효과분석

효과를 비교하였다. 실험의 목적은 고농도 농축수의 다른 

pH상태하에서 실제 막표면 세정 효과와 막표면 성상변화를 

알아본 것으로 운전후의 막표면 사진이 Fig. 8에 나타나 있

다. Fig. 8에서 (A)는 새막의 상태이고, (B)는 NaCl 

160,000 mg/L + pH 12의 농축수로 정삼투 세정한 결과

이며, (C)는 NaCl 160,000 mg/L + pH 8의 농축수로 세

정한 결과이다. pH 8에서 세정을 실시한 막보다 pH 12에

서 세정을 실시한 막의 표면에 foulant가 감소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것은 강알칼리 농축수의 정삼투 물리세정에 

의해서 표면세정작용도 함께 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4의 결과에서 원수가 유기물의 경우 pH 12에서 

정삼투 세정효과가 normalized flux의 값으로 세정전 0.75

에서 세정후 0.92로 약 17% 향상되었으나, pH 8에서는 

0.8에서 0.83으로 약 3% 향상되었다. 무기물의 경우 pH 

12에서 세정전에 0.74에서 세정후 0.89로 15% 향상되었

으며, pH 8에서는 세정전 0.8에서 세정후 0.89로 9%향상

되어, 결과적으로 농축수의 pH가 강알칼리에서 세정효과가 

15-17%정도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유기물/무

기물에 대하여 강알칼리를 이용한 지속적인 정삼투 세정방

식이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3.4  실제 해수를 통한 막오염 후 정삼투 물리세정 

실험

  실제 해수를 이용하여 막오염을 인위적으로 발생 후 정삼

투 세정을 실시하여 세정 효율을 분석하였다. 국내 인근 해

역에서 채수한 해수의 TDS는 약 35,000 mg/L 이었으며, 

특별히 fouling을 유발시키기 위하여 약품을 주입하지 않고 

실험하였다. 해수의 경우도 3.3절의 실험과 같이 48시간 운

전 후 정삼투 세정을 실시하였다. Fig. 9는 평막을 통한 해

수의 flux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으며, 정삼투 물리세정에 

따른 세정 효율이 초기 flux 대비 0.72에서 0.86으로 상승

하여, 약 14%정도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결 론

1) RO 막표면 특성분석에서 zeta potential은 산성에서는 

-5 mV를 나타내었으나, 알칼리성에서는 -20∼ -25 

mV로서 알칼리 상태하에서 소수성을 지니게 되는 것을 

나타내었다.  AFM 분석결과도 pH가 높아지면서 막표

면의 roughness가 작아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2) 정삼투에 의한 역방향 flux를 얻기 위하여 세 가지 농도

변화로 나누어 역방향 flux의 양을 측정한 결과로서 

NaCl 160,000 mg/L에서, 그리고 pH가 높을수록 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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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flux 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RO 막 Unit내부의 

순환유속이 증가하면, 최종 역투과수량이 증가되는 것

을 보여주고 있다.  

3) RE8040-SHN, SWC5, SW30HRLE4040에서 NaCl 

160,000 mg/L 농축수의 pH를 3, 8, 12로 변화시켰을 

경우에 역방향 flux가 모두 증가하였으나, pH 12 > pH 

8 > pH 3의 순으로 flux량이 변화하였다. 

4) 유기/무기물 원수에 의한 fouling 발생시 정삼투를 이용

한 세정효과 실험결과에 의하면 유기물의 경우 pH 12에

서 약 17% 향상되었으며, 무기물의 경우는 pH 12에서 

15% 향상되었다. 반면 pH 8에서는 5-9%의 향상을 보

였다. 

5) 해수를 통한 막 오염 후 정삼투 물리세정의 효과를 알아 

본 평막실험에서 정삼투 세정 효율이 14% 향상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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