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 Membr. Sci. Vol. 23 No. 6 December, 2013, 439-449

Print ISSN: 1226-0088
Online ISSN: 2288-7253

DOI: http://dx.doi.org/10.14579/MEMBRANE_JOURNAL.2013.23.6.439

439

Diphenylamine에 의해 표면개질된 역삼투막의 내염소성 및 내오염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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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상용화된 방향족 폴리아미드 역삼투막에 diphenylamine (DPA)을 표면개질 시킴으로써 내염소성과 내

오염성이 향상된 역삼투 복합막을 제조하고 최적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역삼투막의 내염소성과 내오염성을 증

가시키기 위해 반응성이 뛰어난 아민(amine)기를 가지고 있고 열적 화학적 안정성이 뛰어난 페닐기 2개가 있는 DPA를 사용

하였고, 개질 온도와 시약 농도를 변화시켜가며 개질 조건을 최적화시켰다. XPS, AFM 그리고 contact angle을 이용하여 역

삼투막의 표면 개질을 통한 표면 특성 변화를 확인하였으며 역삼투막의 투과성능 평가 결과 역삼투막의 내염소성과 내오염

성이 향상된 역삼투 분리막을 제조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aromatic polyamide reverse osmosis membrane was modified with diphenylamine 

(DPA) for enhanced chlorine and fouling resistance and how to optimize. DPA has high reactivity and thermo chemical 

stability. The performance of a modified membranes was investigated and its surface analyzed using atomic force micro-

scopy (AFM),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XPS) and contact angle measurement. The experiment was conducted while 

changing the conditions of temperature and DPA solution concentration. 

Keywords: reverse osmosis, chlorine resistance, fouling resistance, surface modification, diphenylamine

1. 서  론
1)

현재 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국가에서 물 부족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용수부족 문제

와 물 공급 부족문제가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으며, 이

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역삼투막을 이용한 해수담

수화법이 활발하게 연구 중이다. 해수담수화는 우리나

라의 지리적 여건상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이점을 활

용할 수 있어 가장 유력한 물 공급 대책의 하나의 분리

막 프로세스로 제시될 수 있다[1-3]. 

역삼투법 해수담수화는 분리막을 기반으로 한 탈염

공정이며 분리막을 사이에 두고 공급 용액의 삼투압보

†교신 자(e-mail: yongtlee@khu.ac.kr)

다 더 큰 압력을 가해주어 깨끗한 물을 생산해 내는 공

정이다[4]. 또한 역삼투 공정은 해수담수화 뿐만 아니라 

화학, 섬유, 펄프나 종이, 석유나 석유화학제품, 음식물

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생산되는 폐수를 정화하는 공정

과 초순수 용액을 생산하는 공정에 쓰이는 등 산업적으

로 널리 쓰이고 있다[5-7].

현재 상용화된 역삼투막은 PA (polyamide)계열과 

CA (cellulose acetate)계열의 분리막이 주로 쓰인다. 

CA계의 역삼투막은 생분해성과 높은 플럭스와 내오염

성 등의 장점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pH 범위가 좁고, 

물리화학적 안정성이 낮으며 고농도 염수 사용 시 CA

계 역삼투막 보다 높은 압력이 요구되어 최근에는 PA

계 역삼투막으로 대체되고 있다[8,9]. PA계 역삼투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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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SUL-G10

performance
water flux (GFD)

22.78 

(500 ppm, 0.75 MPa)

Salt Rejection (%) 99.5%

type material polyamide composite

operating 

limit

max. pressure (psi.) 600

max. temperature (°C) 40

pH range 3.0-9.0

Table 1. The Specification of Toray SUL-G10

Fig. 1. The chemical structure of DPA (diphenylamine).

pH 범위가 넓으며, 높은 염제거율, 내압성 그리고 물리

화학적 안정성, 낮은 운전압력 등의 장점으로 주로 사

용된다. 그러나 PA막은 정수처리 공정에서 살균소독제

로 주로 쓰이는 NaOCl의 염소나 오존에 의해 amide층

이 붕괴되어 분리 성능이 떨어지는 현상과, 폐수나 바

닷물을 정화할시 유기물이나 미생물에 의해 막오염이 

일어나 수투과량이 심각하게 감소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10-14]. 

막의 표면에서 막오염이 일어나는 현상은 공급수의 

pH, 이온강도와 같은 특성과, 접촉각(contact angle)이

나 전하(sulface charge), 거칠기 등의 막 표면 특성, 수

투과량 등과 같은 운전조건에 의해 결정되어진다. 그러

므로 막분리 공정에서의 막오염 메커니즘은 케이크 층

의 형성, 농도차 편극, 정전기적 분극 또는 소수성 인

력, biofouling에 의해 결정되어진다[15,16]. 

따라서 대부분의 상용화 역삼투 분리막은 막의 교체

주기를 장기화하고 경제성의 극대화를 꾀하기 위하여 

내염소성 및 내오염성 향상을 연구하고 있으며 최근에

는 산에 의한 표면개질법을 이용한 연구가 행하여지고 

있다[17-20]. 표면개질법은 일반적으로 막 표면의 친수

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진행되는데, 막 표면의 친수

성이 향상되면 막의 투과성, 염제거율, 내염소성이 증가

하며, 또한 표면개질로 인한 친수성의 증가는 막의 내

오염성을 향상 시킨다[20].

본 연구에서는 polyamide계 역삼투막의 단점을 극복

하기 위해 diphenylamine (DPA)로 표면개질을 하였다. 

DPA는 하나의 아민기와 두 개의 페닐기를 가지고 있

는데 아민기에 친 전자성인 수소 원자를 가지고 있어 

반응성이 매우 좋고[21], 두 개의 페닐기를 가지고 있어 

열적 화학적 안정성이 우수하여 많은 화합물을 생산하

는데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성질을 이용하여 상용막의 

표면에 DPA를 화학적으로 결합시키고 이를 통해 막의 

성능을 향상시켜 내염소성과 내오염성을 향상 시키고

자 하였다. 또한 DPA 개질 막에 대한 내염소성과 내오

염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였고 표면분석을 통해 그 결

과를 해석하여 표면 개질의 조건을 최적화하였다.

2. 실  험

2.1. 실험재료

표면개질을 위해 사용된 상용막은 Toray사의 SUL- 

G10 모델을 사용하였고 Table 1에 막의 특성을 나타내

었다.

표면의 작용기와 반응성이 뛰어난 아민(amine)기를 

가지고 있고 표면 특성을 부여할 수 있는 페닐기 2개가 

있는 diphenylamine (DPA, 99 %, sigma-aldrich)을 사

용하여 상용막을 개질하였고 Fig. 1에 DPA의 구조를 

나타내었다. 

DPA의 용매로는 에탄올(99.8%, Carlo erba reagents)

을 정제 없이 사용하였고, 상용막의 표면 활성을 높이

기 위하여 염기 개시제인 sodium hydroxide (96%, ya-

kuri pure chemicals)를 0.1 mol의 농도로 사용하였다. 

막의 성능평가를 위해서 사용된 공급 용액인 모의해

수는 sodium chloride (99%, Daejung)를 사용하였으며, 

내염소성 실험에서 막의 강제 손상을 일으키기 위해서 

NaOCl (10 %, Daejung)을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내오

염성 실험에서는 막의 오염을 일으키기 위해서 인공 오

염원으로 casein (casein from bovin milk, sigma-al-

drich) 100 ppm을 증류수에 녹여 사용하였다.

2.2. 표면개질방법

표면개질은 상용막의 표면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

하여 증류수로 완전히 세척을 한 후 막의 뒷부분에 코

팅용액에 스며들지 않도록 막을 용기에 고정시켰다. 그 

후 일정 온도 하에 0.01 M의 sodium hydroxide를 20분

간 함침 시켜 상용막 표면에 –OH 라디컬을 형성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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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schematic of modified membrane preparation.

Fig. 3. Forecast Mechanism of modification of membrane.

Fig. 4. The schematic diagram of apparatus.

다. 개시제를 제거한 후 일정 농도의 코팅용액을 다시 

20분간 함침 시켜 막 표면을 코팅한 후 상온에서 12시

간 동안 건조시켜 분리막을 제조하였다.

표면개질을 한 코팅 용액의 농도는 0.05, 0.10, 0.15 

M의 DPA 용액을 사용하였으며, 표면 개질 온도로는 

25, 40, 50°C를 사용하였다. 아래 Fig. 2에 표면개질의 

전반적인 과정을 나타내었으며 표면개질에 대한 예상 

메커니즘을 Fig. 3에 나타내었다. DPA는 PA막의 amide

기중 N-H기에 결합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렇게 결합된 

DPA가 PA막 표면에 보호막을 형성하여 내오염성이 향

상되고, amide기가 치환됨으로써 염소가 amide기를 공

격하지 못하여 내염소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예측된다.

2.3. 물성평가 방법

2.3.1. 실험장치

본 실험에 사용한 역삼투막 투과장치를 Fig. 4에 나

타내었다. 투과장치는 평판형 투과셀과 저장조, 고압펌

프, 냉각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셀의 구조는 cross- 

flow 방식으로 공급액으로 모의해수가 유입되며 투과수

는 상부로 투과되며 농축수는 공급 탱크로 들어가 다시 

재순환되는 구조이며 투과셀의 유효 투과면적은 27.01 

cm
2
이다. 

2.3.2. 분리막 물성 평가 방법

역삼투 분리막의 성능평가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증류수로 세척한 분리막을 투과 셀에 장착시킨 후, 운

전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며 분리막의 압밀화(compac-

tion effect)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러한 안정화 단계를 거친 후 30분 동안 막을 통과

한 투과수를 받아 투과수량을 측정하여 식 (1)을 이용

하여 분리막의 투과 flux를 계산하였다. 또한 conduc-

tivity meter (Istek, 460CP)로 전기전도도를 측정하여 

이를 식 (2)를 사용하여 염제거율을 계산하였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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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염소성 투과 성능평가는 분리막의 압밀화를 거친 

후 초기 성능 평가로써 30분간 투과수량과 전기전도도

를 측정한다. 그 후 분리막이 장착된 투과셀을 투과장

치에서 분리하여 peristaltic pump에 연결하여 2,000 

ppm의 NaOCl 용액이 분리막의 표면에 노출되도록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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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Performance result of chlorine resistance test with 25, 40, 50°C; (a) flux, (b) salt rejection.

간 동안 펌프를 가동하였다. 2시간 후에는 다시 분리막

이 장착된 투과셀을 투과장치에 연결하여 30분간 투과

수량과 전기전도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분리막의 염

소 노출시간(chlorine exposure time)이 20,000 ppmㆍhr 

가 되는 10시간까지 반복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내오염성 투과 성능 평가는 내염소성 성능평가와 마

찬가지로 분리막의 초기 성능 평가를 진행한다. 그 후 

내오염성을 측정하기 위해 분리막을 인위적으로 오염

시켰으며 인공 오염원으로 casein 수용액 100 ppm을 

제조하여 원수탱크에 첨가시켰다. 오염원을 첨가시킨 

후 처음 1시간 동안 막의 오염이 일어나도록 공급 용

액을 순환시킨 후 30분마다 투과수량과 전기전도도 

측정을 통해 분리막의 성능평가를 진행하였으며 오염

물을 투입한 시간부터 10시간 동안 성능평가를 진행

하였다.

2.4. 표면분석 방법

막의 표면분석을 하기 위하여 주사 탐침 현미경(AFM, 

Atomic Force Microscope, Veeco, USA)을 사용하여 

막표면의 구조 변화 및 조도변화를 확인하였다[22]. 또

한, X-선 광전자 분광분석기(XPS,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K-Alpha, Thermo Electron, UK)를 이용

하여 개질막 표면의 화학구조 변화를 확인하였고, 접촉

각(contact angle, Phoenix300, First-ten angstrom, USA) 

측정을 통하여 개질막의 표면 친수화도를 확인하였다.

3. 결과  고찰

3.1. 개질막의 물성평가

3.1.1. 내염소성 평가 결과

DPA로 개질한 막을 2,000 ppm NaCl과 2,000 ppm 

NaOCl 수용액과 운전압력 15.5 bar, 온도 25°C의 조건

하에 상용막과 개질막의 분리막 물성평가를 진행하였

다. 상용막과 개질막의 온도를 변화시켜 개질막의 내염

소성에 관한 수투과도와 염제거율의 결과를 Fig. 5에 

농도를 변화시켜 나타낸 결과를 Fig. 6에 나타내었다. 

Fig. 5(a)의 수투과도의 결과에서 상용막은 초기 수투

과량 59 GFD (Gallons/ft
2
ㆍday)였으나 20,000 ppmㆍhr

에 274 GFD까지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Fig. 

5(b)의 염제거율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상용막의 초기 

염 제거율은 94.4%이고 최종적으로 염제거율이 37%까

지 떨어지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모의 해수와 

NaOCl 용액속의 염소가 상용막의 amide기를 파괴하였

기 때문으로 판단된다[12-14].

Fig. 5 (a)에서 농도가 0.10 M로 유지하고 온도를 변

화시킨 결과를 보면 25, 40, 50°C일 때 초기 수투과도

는 20, 45, 9 GFD로 나타나고, NaOCl에 20,000 ppmㆍ

hr 동안 노출시킨 후의 flux는 43, 41, 9 GFD로 측정되

었다. 이는 25°C에서 개질한 막은 상용막과 마찬가지로 

amide기가 파괴되어 수투과도가 증가한 것으로 보이고 

40, 50°C로 개질한 막은 초기 수투과도와 실험 후 수투

과도가 비슷한 것으로 보아 내염소성이 높아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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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Performance result of chlorine resistance test with 0.05, 0.10, 0.15 M DPA solution; (a) flux, (b) salt rejection.

0 2 4 6 8 10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F
lu

x
 (

G
F

D
)

Time (hr)

 commercial

 25
0

C

 40
0

C

 50
0

C

0 2 4 6 8 10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F
lu

x
 (

G
F

D
)

Time (hr)

 commercial

 0.05M

 0.10M

 0.15M

Fig. 7. Performance result of fouling resistance test with 

25, 40, 50°C.

Fig. 8. Performance result of fouling resistance test with 

0.05, 0.10, 0.15 M DPA solution.

보인다. 또한 Fig. 6 (a)에는 Fig. 4에서 가장 우수한 결

과인 40°C로 온도를 고정하고 농도를 변화시켜 개질한 

막의 수투과도를 나타내었다. 그 결과 0.05, 0.10, 0.15 

M일 때 초기물성은 12, 45, 10 GFD로 나타나고, 

NaOCl에 20,000 ppmㆍhr동안 노출시킨 후의 수투과도

는 16, 41, 10 GFD로 농도를 고정시킨 결과와 마찬가

지로 내염소성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PA막의 amide 그룹과 DPA의 amine기가 결합

하여 DPA가 보호막을 형성하면서 막의 파괴를 막은 

것으로 사료된다. 그 결과 0.10 M의 DPA용액으로 개

질한 막의 결과가 가장 우수하였다. 

3.1.2. 내오염성 평가 결과

DPA로 개질한 막을 2,000 ppm NaCl과 인공오염원

인 100 ppm casein 수용액과 운전압력 15.5 bar, 공급 

온도 25°C의 조건 하에 상용막과 개질막의 분리막 물

성평가를 진행하였다. 상용막과 개질막의 수투과도와 

염 제거율의 결과를 Fig. 7에 농도를 변화시켜 나타낸 

결과를 Fig. 8에 나타내었다. 

Fig. 7에서의 상용막의 내오염성 결과를 살펴보면 초

기 수투과도는 51 GFD이고, 약 10시간 후의 수투과도

가 약 30 GFD까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한 상용막의 염제거율은 실험이 계속 진행되는 동안 

98% 이상으로 나타나 상용막이 역삼투막의 기능을 제

대로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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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Intercept Slope

SUL-G10 (BW) 0.0041 1.36 × 10
-6

25°C (0.10 M DPA) 0.0073 1.35 × 10
-6

40°C (0.10 M DPA) 0.0049 4.80 × 10
-7

50°C (0.10 M DPA) 0.0097 6.51 × 10
-7

0.05 M (40°C) 0.0066 7.28 × 10
-7

0,15 M (40°C) 0.0167 4.22 × 10
-7

Table 2. MFI Value of Uncoated and DPA-coated 

Membranes with 25, 40, 50°C, 0.05, 0.15 M

반면 Fig. 7에서 농도가 0.1 M로 유지하고 온도를 변

화시킨 결과를 보면 25, 40, 50°C일 때 초기 수투과도

는 25, 39, 20 GFD로 나타나고, 인공오염원인 casein에 

10시간 동안 노출시킨 후의 수투과도는 22, 36, 21 

GFD로 측정되었다. 또한 Fig. 7에서 우수한 결과인 

40°C로 온도를 고정시키고 농도를 변화하여 실험한 수

투과도를 Fig. 8에 나타내었다. 그 결과 0.05, 0.10, 0.15 

M일 때 초기물성은 29, 40, 10 GFD로 나타나고, 인공

오염원인 casein에 10시간 동안 노출시킨 후의 수투과

도는 27, 36, 13 GFD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초기 

수투과도와 나중 수투과도가 비슷한 값으로 나타나 개

질한 막 모두 내오염성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3.1.3. Membrane Fouling Index

본 연구에서는 개질 전후 막의 내오염성을 비교하기 

위해 정밀여과(MF)막과 한외여과(UF)막에서 주로 쓰이

는 오염성 지표인 막 오염 지수(Modified Fouling Index)

를 적용하였다. 막 오염 지수의 적용은 물의 전기전도

도가 빠른 유속으로 막을 투과하는데 따라 상대적으로 

급격히 변화하는 점과 오염물의 적층이 막 표면에 밀집

한 콜로이드성 부유물에 의한 막 오염에 국한된다[21].

따라서 본 연구의 초점인 유기오염원에 의한 역삼투

막의 내오염성 측정 및 평가에 완벽히 적용하기는 무리

가 따르나 현재까지 연구된 분리막의 오염성 연구 방법 

중 가장 신뢰성이 높고 투과율에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는 점을 들어 적용하였다. 막 표면에 오염원으로 이

루어진 cake층이 형성되어 투과수량이 감소할 경우, 압

력에 따른 유량의 변화는 식 (3)과 같이 정리된다. 이 

때 V는 투과된 유량, A는 막 표면적, η는 물의 점도, 

P는 운전 압력, Rm은 막의 저항, Rc는 cake층의 저항을 

나타낸다[23].











 


(3)

또한 Rc는 cake층을 이루는 오염원의 양에 따라 비례

하며 막 표면적에 반비례하는 식으로 정리된다. 이때 

비례상수 I (fouling index)를 사용하여 정리한 식을 식 

(4)에 나타내었다. 

 



×  (4)

식 (3)을 적분한 후 식 (4)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식 

(5)가 얻어지며 이를 cake filtration equation으로 정의

한다.













 


 (5)

Cake filtration equation을 V와 t/V의 함수로 간단히 

정리하면 식 (6)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V와 t/V는 실험

을 통해 구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을 각각 x축, y축으로 

하여 그래프를 그린 다음 선형회귀법(linear regression 

method)를 이용하여 기울기를 구하면 곧 그 값이 MFI 

값이 된다. 여기서 1/Q는 t/V를 의미한다. MFI 값이 클

수록 막이 더 많이 오염되었음을 뜻한다[22,23].




 × (6)

식 (6)을 이용하여 계산한 역삼투막의 MFI의 결과를 

Fig. 8과 Table 2에 slope값을 나타내었다. 그 결과 상

용막이 개질된 막들에 비해서 높은 MFI값을 나타내고 

있고, 개질된 막들 중에서는 0.10 M로 DPA용액의 농

도를 고정시켰을 때 개질 온도가 내려갈수록, 온도를 

40°C로 고정시켰을 때 개질 농도가 낮아질수록 MFI 

값이 커지는 것으로 보아 오염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경

향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비교해 보았을 때는 40°C, 

0.15 M로 개질된 막의 기울기가 가장 낮아 막 오염이 

가장 적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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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Sulface Roughness[nm]

Sulface Area

 [µm
2
]Ra Rrms

commercial 65.70 83.30 49.18

0.05 M (40°C) 58.87 75.35 43.72

0.10 M (40°C) 65.18 83.92 47.89

0.15 M (40°C) 76.19 95.38 48.60

25°C (0.10 M) 59.82 74.93 42.32

50°C (0.10 M) 102.84 125.00 56.28

Table 3. AFM Analysis of Commercial and Modified 

Membranes

3.2. 개질막의 표면 특성 분석

3.2.1. AFM을 통한 표면 구조 분석

역삼투막의 용매와 용질의 분리 현상은 폴리 아미드 

복합막의 표면에서 먼저 이루어지고 막내부에서 순차

적으로 분리가 일어난다. 따라서 막 표면의 물리화학적 

성질에 관한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막 표면의 mor-

phology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AF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23,24]. 역삼투 상용막과 개질한 막의 mor-

phology 분석 결과를 Table 3에 정리하였다. Table 3에 

나타낸 Ra값은 평균 거칠기로써 샘플의 중심선에서 단

면 곡선까지의 평균높이를 의미하고, Rrms값은 자승 표

면 거칠기로써 Ra와 비슷한 의미를 지니지만, 높낮이를 

root-mean square를 써서 구함으로써 같은 Ra값을 가지

지만 Rmax가 다른 샘플의 차이를 나타내준다. Ra값과 

Rrms값의 계산방법을 식 (7), (8)에 나타내었다[24-26].

 




  



 (7)

  




  



 
 (8)

식 (8)에서 N은 number of point, Z는 distance from 

the mean surface를 나타낸다. 40°C에서 개질된 막을 

보면, 0.5, 0.1, 0.15 M의 평균 거칠기(Ra)값이 각각 

58.87, 65.18, 76.19 nm로 농도가 높은 용액으로 개질 

할수록 평균 거칠기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0.1 M

에서 개질된 막은 25°C일 때 59.82 nm, 40°C일 때 

65.18 nm, 50°C일 때 102.84 nm로 역시 개질 온도가 

증가할수록 개질된 막의 거칠기가 증가함을 알 수 있

다. 자승 표면 거칠기(Rrms) 역시 농도와 온도가 증가할

수록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막의 표면적 넓이 역시 

40°C에서 개질한 막은 0.05, 0.10, 0.15 M로 개질한 막

은 43.72, 47.89, 48.60 µm
2
로 농도가 증가할수록 표면

적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온도가 0.10 M에서 

25, 40, 50°C로 개질한 막 역시 42.32, 47.89, 56.28 

µm
2
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종합해 보면 평균 거칠기, 자승 표면 거

칠기, 표면적 모두 온도를 고정시켰을 때 개질 용액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농도를 고정하였을 때 개질 온도가 

높을수록 거칠기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막의 

morphology에는 개질 용액의 농도보다는 개질 온도가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질 시 

온도가 높아지면 개시제 처리 시 –OH 라디컬 형성이 

더 활발해지면서 막의 개질이 상대적으로 많이 일어나

기 때문이다[26]. 또한 40°C에서 0.05, 0.10 M과 25°C 

0.10 M로 개질한 막의 표면 거칠기 및 표면적이 감소

하는 현상은 표면개질 시 막표면의 미세공간을 메워가

며 표면개질이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에 의한 것이

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때문에 막 표면 mor-

phology 및 막의 표면적이 감소하면서 막의 수투과량 

역시 감소하여 내염소성과 내오염성 실험 결과의 수투

과도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27]. 반면에 40°C에 0.15 

M, 50°C에 0.1 M로 개질한 막의 표면 morphology는 

증가하였지만 최적화되지 않은 농도의 용액을 이용한 

표면개질로 인하여 막 두께의 증가가 일어나 수투과량

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3.2.2. XPS를 통한 표면 성분 분석

개질한 막의 표면 화학구조 결합을 확인하기 위해서 

Fig. 9에 XPS 분석 결과를 나타내었다. 

상용막의 분석 결과인 Fig. 10 (a)를 보면 하나의 

peak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400.0 eV로 상용막의 

amide 결합인 –C-N-을 나타낸다[28,29]. 개질한 막 중 

물성평가 결과가 가장 좋은 40°C, 0.1 M로 개질한 막

의 분석 결과인 Fig. 10 (b)를 보았을 때 (a)에는 없는 

shoulder peak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402.4 eV로 -C6H5NH- 결합을 나타낸다[30]. 이를 통해 

DPA가 개질을 통해 polyamide 상용막에 화학적으로 

결합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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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MFI value of uncoated and DPA-coated membranes; (a) with 25, 40, 50°C, (b) with 0.05, 0.10. 0.15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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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XPS spectra of N1s for (a) commercial, (b) 40°C, 0.1 M.

3.2.3. 각 분석을 통한 친수성 특성

역삼투막의 친수성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접촉각 분

석 결과를 Fig. 11에 나타내었다. 접촉각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상용막의 접촉각은 52.72°로 친수성을 나타

내는 것을 볼 수 있다. 개질한 막의 경우에는 40°C일 

때 0.05, 0.10, 0.15 M 로 개질한 막의 접촉각은 35.23, 

32.47, 29.11°로 개질 농도가 증가할수록 친수성이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0.10 M일 때 25, 40, 50°C로 개

질한 막의 접촉각은 30.32, 32.47, 36.34°로 개질 온도

가 낮을수록 친수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

도를 고정시켰을 경우 높은 온도에서 개질하였을 때 더 

친수성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40°C에

서 0.05, 0.10 M과 25°C 0.10 M로 개질한 막의 표면 

거칠기 및 표면적이 감소하는 현상은 표면 개질 시 막

표면의 미세공간을 메워가며 표면 개질이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에 의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이

러한 현상때문에 막 표면 morphology 및 막의 표면적

이 감소하면서 막의 수투과량 역시 감소하기 때문에 내

염소성과 내오염성 실험 결과의 수투과도가 감소한 것

으로 보인다[27]. 반면에 40°C에 0.15 M, 50°C에 0.1M

로 개질한 막의 표면 morphology는 증가하였지만 최적

화 되지 않은 농도의 용액을 이용한 표면 개질로 인하

여 막 두께의 증가가 일어나 수투과량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데이터의 신뢰성을 나타내기 위해 Fig. 

11에 error bar를 삽입하였다. 결과적으로 막의 표면에 

보호막이 형성됨으로 인해 막의 친수성 및 내염소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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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Average contact angle of uncoated and DPA-coat-

ed membranes.

향상되었고, 친수성이 증가하면서 막의 내오염성이 향

상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AFM 결과와 관련지어 

보았을 때 막 표면 거칠기가 증가함에 따라 막의 친수

성이 증가한다[31]. 그 이유는 막 표면 거칠기가 증가할

수록 막은 고체-액체 간의 표면 자유 에너지를 증가시

키며, 증가된 자유 에너지는 접촉각을 감소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막 표면의 친수성이 증가하게 된다. AFM 

결과에서 상용막과 개질된 막의 결과차이는 상대적으

로 친수성의 변화보다 적다. 따라서 막의 내오염성에 

미치는 영향은 표면 거칠기보다 표면 특성에 더 지배적

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이유로써 표면 

개질 농도가 증가할수록 막의 거칠기가 증가하며, 막의 

친수성이 증가하게 되고[32], 이에 따라 막의 내염소성 

및 내오염성이 증가하게 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상용화된 방향족 폴리아미드 역삼투

막에 diphenylamine을 표면에 화학결합 시킴으로써 내

염소성과 내오염성이 향상된 역삼투 복합막을 제조하

고 최적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XPS 분석 

결과로 DPA가 화학적으로 결합하여 상용막 표면에 보

호막을 형성하여 내염소성이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AFM 

결과로 표면 개질 온도와 농도가 증가할수록 막의 표면 

조도가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접촉각 측정 결

과로 표면 개질 온도가 감소할수록, 농도가 증가할수록 

막의 친수성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상용막이 DPA로 개

질됨으로써 상용막에 비해 친수성이 향상하여 내염소

성 및 내오염성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개질한 막

의 내염소성과 내오염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투과테스

트를 진행한 결과 25°C, 0.10 M로 개질한 막을 제외한 

모든 막의 내염소성 및 내오염성이 향상되었고, 40°C, 

0.10 M로 개질한 막이 투과테스트 결과가 가장 우수하

였다. 그러나 40°C, 0.10 M로 개질한 막을 제외하고는 

수투과량이 너무 낮아 막 자체의 성능이 향상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내오염성 향상의 구체적인 값을 보기 

위해 MFI 값을 구해 보았을 때 개질한 막이 모두 내오

염성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개질한 막의 

표면 morphology의 변화와 친수성의 증가로 사료된다. 

또한 내염소성이 증가한 이유는 막 표면에 DPA가 화

학적으로 결합하여 보호막을 형성하면서 친수성이 향

상되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결과적으로 DPA로 개

질한 막들 중 25°C에서 개질한 막을 제외한 모든 개질

막의 내염소성이 향상되었고, 모든 개질막의 내오염성

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물성평가 결과가 가장 좋은 

40°C, 0.1 M가 DPA를 이용한 표면 개질에 가장 최적

화되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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