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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yer-by-Layer 코팅법을 적용한 복합막 제조와 투과성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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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폴리설폰막 위에 친수성 고분자를 Layer-by-Layer법으로 코팅하여 복합막을 제조하였다. FE-SEM 분석을 통하여
복합막 표면과 기공 내 코팅층을 확인하였다. 또한 100 ppm NaCl 용액에 대한 복합막의 투과성능 평가를 실시하였다. 복합
막 제조를 위한 코팅 고분자는 PVSA, PEI, PAA, PSSA, PSSA_MA를 사용하였다. 폴리설폰막 표면에 8,000 ppm PAA (이
온세기 0.35) 수용액을 3분 동안 코팅한 뒤 10,000 ppm PEI 수용액을 4분 동안 코팅하였다. 그 결과 PAA-PEI 복합막의 투과
도는 101 LMH, 제거율은 66.7%로 가장 좋은 투과성능을 나타내었다. PAA-PEI 복합막의 투과성능은 도레이케미칼의 NE 
4040-70 (투과도 = 30 LMH, 염 배제율 = 40~70%) 제품과 유사한 성능을 보여주는 우수한 투과 특성을 나타내었다.

Abstract: In this study, composite membrane is prepared by Layer-by-Layer method using hydrophobic polymer as a 
coating material on the polysulfone support. The existence of coating layer on the surface and cross section was confirmed 
by the scanning electronic microscopy. The flux and rejection of the resulting membranes were characterized using 100 ppm 
NaCl feed solution. PVSA, PEI, PAA, PSSA, PSSA_MA were used as a coating polymer in this study. The composite 
membrane prepared by using 8,000 ppm PAA solution (Ion strength = 0.35, Coating time = 3 min) and 10,000 ppm PEI 
solution (Coating time = 4 min). As a result, PAA-PEI composite membrane showed flux of 101 LMH and salt rejection of 
66.7%. The composite membrane showed the comparable performance as good as NE 4040-70 (Flux = 30 LMH, Rejection 
= 40~70%) model produced by Toray Chemical co.

Keywords: Layer-by-Layer, composite membrane, NE 4040-70, poly acrylic acid, polyethyleneimine 

1)1. 서  론

폴리설폰(polysulfone, PSf)막은 물리적 안정성과 화

학적 안정성이 뛰어나다. 특히, 높은 화학적 안정성으로 

인하여 한외여과막과 역삼투막 공정에서 투과도를 개

선하고자 하는 연구와 함께 역삼투막 및 나노여과막의 

지지층으로 사용하고 있다[1-5]. 이와 같은 막들은 투과

도가 높을수록 성능이 우수한 막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막분리 공정 중에서, 한외여과막(UF), 정밀여과

막(MF)의 경우에 오염물질에 의하여 분리막 표면 또는 

기공 내 오염으로 인하여 투과도가 감소하게 되는 경우

가 있다. 막오염 현상으로 투과도가 감소하게 되는 막 

성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친수성 고분자를 코팅하

는 방법을 이용하여 막오염 저감 및 투과도 향상을 목

적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6-8]. 따라서 MF/UF

막을 기반으로 하여 향상된 투과도를 가지는 NF/RO막

을 제조할 수 있다. NF와 RO막을 제조하는 방법은 

Layer-by-Layer (LbL) 코팅방법이 있다. LBL 법은 지

지체 위에 고분자 물질을 코팅함으로써 안정적인 물리

화학적 결합을 가능하게 하며 손쉽게 복합막을 제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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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9-14]. Ba[15]는 PEI (Polyetherimide), PVA 

(Polyvinyl alcohol), PAA (Polyacryl acid), PVS 

(Polyvinylsulfone) 등의 친수성 고분자를 이용하여 막

오염에 저항성을 가지는 내오염성 나노여과막 제조 연

구를 수행하였으며, 제조한 나노여과막은 membrane 

bio reactor (MBR) 공정에 적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

표한 바 있다. 또한 Yang[16]은 PEI를 코팅물질로 사용

하여 PP (Polypropylene)를 코팅하는 방법으로 표면 친

수화된 막을 제조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제조한 NF/RO막은 해수담수화 공정에도 적

용할 수 있는데, 이 중 나노여과막은 역삼투막에 비해 

낮은 압력 하에서 구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

가 적어 높은 경제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역삼투막을 

이용한 해수담수화 공정도 상전이(phase inversion)과정

이 없이 탈염이 가능하므로 에너지 소비가 적어 유용한 

방법이다[17]. 그렇기 때문에 나노여과막과 역삼투막을 

이용한 복합막 제조는 여러 방면에서 유익하다[18-20].  

이에 최근들어 수자원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역삼투막

을 이용한 해수담수화 공정설비로 수자원을 확보하고 

있다. 해수담수화에 사용되는 역삼투막을 제조하는 회

사는 세계적으로 Dow chemical, Toray, Nittodenko사 

등이 있으며, 이 회사들이 대부분의 시계 시장을 점유

하고 있다. 나노여과막 역시 역삼투막과 마찬가지로 고

도의 정수에 응용되고 있으며 대체로 분야가 중복되어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나노여과막을 제조하는 회사는 

역삼투막을 제조하는 회사와 동일하다. 나노여과막과 

역삼투막을 이용한 수자원 확보 및 수처리는 미래 지향

적이며 세계적 수요 증가로 기술 개발 경쟁이 활발해 

지고 있는 추세이다[21].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레이케미칼의 NE 4040-70의 

투과성능과 유사한 막을 제조하는데 목적을 두고자 하

였다. 막을 제조하기 위하여 UF polysulfone을 지지체

로 하였으며 지지체 위에 새로운 친수성 고분자를 LbL

법으로 코팅하여 복합막을 제조하였다. 제조한 복합막

은 100 ppm NaCl 공급액에서의 투과도와 제거율을 알

아보고자 하였다.

2. 실  험

2.1. 시약  재료

실험에 사용한 지지체는 UF polysulfone막을 사용하

였다. 코팅물질로는 Poly vinyl sulfonic acid (PVSA, 

Mw 750,000), Polyethyleneimine (PEI, Mw 75,000, 

50wt% solution) 및 Poly acrylic acid (PAA, Mw 

250,000, 35wt% solution), Poly styrene sulfonic acid 

(PSSA, Mw 70,000) Poly(4-styrene-sulfonic acid-co- 

maleic acid) (PSSA_MA, Mw 20,000)을 사용하였으며 

Aldrich (Milwaukee, USA)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였

다. 이온세기(Ion strength)를 위한 염으로는 Mg(NO3)2

⋅6H2O를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초순수는 Young-

lin pure water system (Seoul, Korea)으로 직접 생산하

여 사용하였다.

2.2. 막 제조

실험에 사용한 지지체로는 폴리설폰을 사용하였으며 

막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Layer-by-Layer 방법으

로 막을 제조하였다. 본 실험에서 코팅을 위한 친수성 

고분자로는 PVSA, PEI, PAA, PSSA, PSSA_MA를 사

용하였다. 코팅을 위하여 친수성 고분자를 수용액상으

로 용해시켰으며, 용액에 이온세기를 주기 위한 염으로

는 질산마그네슘⋅6수화물을 사용하였다. 가해준 염의 

이온세기는 용액 전체의 이온의 농도와 전하의 합을 이

용하여 식 (1)과 같이 계산하여 실험하였다[22]. 이온세

기가 가해진 수용액에 폴리설폰 지지체를 담금법의 방

법으로 친수성 고분자가 코팅된 막을 제조하였다. 이때 

이온세기 및 코팅 시간, 코팅용액의 농도 등을 달리하

여 실험하였다. 

  






 (1)

2.3. FE-SEM 분석

Layer-by-Layer 방법으로 제조한 복합막의 코팅층은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FE-SEM, 

Hitachi S-4800, Tokyo, Japa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표면과 단면 분석을 모두 실시하였으며, SEM 사진을 

통하여 코팅의 유무를 알고자 하였다.

2.4. 투과도  제거율 평가

막의 투과성능 평가에 앞서, 막을 자른 후 증류수에 

24시간 침지한 후 사용하였다. 또한 보존액의 영향을 최

소화하기 위하여 장치에 장착한 후 4기압 미만의 저압상

태에서 초순수로 30분 공회전 세척한 후 사용하였다. 

제조한 복합막의 투과성능평가를 위하여 19.63 cm2

의 유효단면적을 가지는 셀을 이용하여 실험하였다.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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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1. SEM images of surface (a) pristine PSf; (b) PAA 0.3/ PEI 0.1; (c) PAA 0.4/ PEI 0.3.

(a) (b) (c)

Fig. 2. SEM images of cross section (a) pristine PSf; (b) PAA 0.3/ PEI 0.1; (c) PAA 0.4/ PEI 0.3.

0 1 2 3 4
40

44

48

52

56

60

64

 Flux
 Rejection

Coating time (min)

J 
(L

/m
2
h

r)

0

5

10

15

20

25

30

35

40

R
ejection

 (%
)

Fig. 3. Effect of PEI coating time on flux and rejection of 
100 ppm NaCl feed solution (1st coating 10,000 ppm 
PVSA solution, IS = 0.3, Coating time = 3 min, 2nd coat-
ing : 10,000 ppm PEI solution, IS = 0.1, Coating time = 
1,2,3,4 min).

과성능은 투과도(LMH, L/m2hr)과 배제율(Rejection, %)

을 측정하였으며 이는 식 (2), (3)을 이용하여 산출하였

다. 공급액은 NaCl 수용액 100 ppm으로 제조하여 사용

하였으며 4기압의 구동압력 조건 하에서 실시하였다. 

또한, 공급액의 유속은 3.2 L/min으로 일정하게 유지하

였다. 

 × 


(2)

 


× (3)

3. 결과  토의

3.1. FE-SEM 분석

Fig. 1과 Fig. 2는 지지체인 PSf 막 위에 음이온 고분

자인 PAA를 코팅하고, 그 위에 양이온 고분자인 PEI를 

코팅한 결과이다. PAA의 농도는 8,000 ppm으로 하였

으며 3분 코팅하였다. 그 후 PEI의 농도는 10,000 ppm, 

3분으로 고정하였다. 이때 PAA와 PEI의 이온세기를 

PAA 0.3/PEI 0.1과 PAA 0.4/PEI 0.3으로 하였으며 코

팅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SEM 분석을 통해 표면

과 단면을 관찰하였다. 표면을 찍은 SEM 사진에서 알 

수 있듯이 코팅하지 않은 막의 기공의 사이즈 및 기공 

갯수가 코팅 후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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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ffect of PEI coating time on flux and rejection of 
100 ppm NaCl feed solution (1st coating : 20,000 ppm 
PSSA solution, IS = 0.3, Coating time = 3 min, 2nd coat-
ing : 10,000 ppm PEI solution, IS = 0.1, Coating time = 
1, 2, 3, 4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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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ffect of PEI coating time on flux and rejection of 
100 ppm NaCl feed solution (1st coating : 8,000 ppm PAA 
solution, Coating time = 2 min, 2nd coating : 10,000 ppm 
PEI solution, IS = 0.1, Coating time = 2, 4, 6, 8 min).

단면 사진에서는 지지체 위에 코팅층이 형성된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막 내부까지 코팅용액의 함침이 이루어진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3.2. 분리막 투과성능 평가

Fig. 3은 PEI 코팅 시간에 따른 복합막의 투과도와 

제거율 성능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첫 번째 코팅으로는 

10,000 ppm PVSA 수용액에 이온세기 0.3을 주었으며 

3분 동안 코팅을 진행하였다. 그 후 Layer-by-Layer 방

식으로 10,000 ppm PEI 수용액에 이온세기 0.1을 주어 

코팅하였으며 이때 PEI 수용액의 코팅 시간을 1, 2, 3, 

4 분으로 달리하였다. 

PEI 코팅을 하지 않았을 경우 투과도는 61 LMH, 제

거율은 5%이었으며 코팅 시간이 4분으로 증가함에 따

라 투과도는 47 LMH로 감소하였다. 반면에 제거율은 

37%로 증가하였다. 투과도의 경우 코팅 시간이 증가함

에 따라 61 LMH에서 47 LMH로 약 25%의 감소를 가

져왔으나 제거율의 경우 5%에서 37%로 650%의 향상

을 가져왔다. 제거율의 향상이 투과도의 감소 보다 훨

씬 큰 것으로 보아 PEI의 코팅 시간은 투과도의 영향보

다는 제거율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4은 첫 번째 코팅 물질을 PVSA 대신에 PSSA를 

이용하여 코팅한 결과이다. 20,000 ppm PSSA 수용액

에 이온세기 0.3을 주었으며 3분 동안 코팅을 진행하였

다. 그 후 10,000 ppm PEI 수용액에 이온세기 0.1을 주

었으며 PEI 코팅 시간을 1, 2, 3, 4 분으로 증가시켰으

며 코팅 시간 변화에 따른 복합막의 투과도와 제거율을 

측정하였다.

PEI를 1분 코팅하였을 경우 투과도는 65.8 LMH, 제

거율은 33.5%이었으며 PEI를 4분 코팅시켰을 경우 투

과도는 60.7 LMH, 제거율은 39.8%의 결과를 나타내었

다. PEI의 코팅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투과도는 증가하

였으며 제거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는 

PEI가 지지체로 사용한 폴리설폰막 내부의 기공까지 

함침 및 표면 코팅됨으로 인하여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

다. 또한, 앞서 실험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PEI의 코팅 

시간에 따른 막의 특성평가 결과, 투과도의 변화보다 

제거율의 변화가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투과도보다는 

제거율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PVSA-PEI 복합막과 비교하여 PSSA-PEI 복합막의 

투과도가 높은 결과를 나타내는 이유는 두 물질 모두 

PEI와 화학적 가교가 일어났음에도 PSSA가 PVSA 보

다 친수성이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PSSA-PEI 

복합막의 투과도가 PVSA-PEI 복합막 보다 투과도가 

높은 결과를 나타낸다.

Fig. 5는 8,000 ppm PAA 수용액을 2분 동안 코팅한 

뒤 10,000 ppm PEI 수용액에 이온세기 0.1을 주었으며 

PEI의 코팅 시간을 2, 4, 6, 8분으로 점차 증가 시켰을 

때의 복합막의 투과도와 제거율을 측정한 그래프이다. 

PEI를 2분 코팅하였을 때 투과도는 168 LMH이었으

며 제거율은 46.5%로 측정되었다. PEI 코팅 시간을 2

분에서 8분까지 증가 시켰을 때의 투과도는 168 LMH

에서 72 LMH로 감소하였으며 제거율은 46.5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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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Effect of PEI coating time and PAA ion strength 
on (a)flux and (b)rejection of 100 ppm NaCl feed solution 
(1st coating : 8,000 ppm PAA solution, Coating time : 3 
min, 2nd coating : 10,000 ppm PEI, Coating time = 1, 2, 
3, 4 min).

59.0%로 증가하였다. 1차 코팅물질로 PAA를 사용하였

을 경우 PEI의 코팅 시간이 길어졌음에도 투과도는 

PVSA와 PSSA로 코팅한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제거율도 가장 높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로써 막의 

투과도 및 제거율 방면에서 PAA가 첫 번째 코팅물질

로 가장 적합한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6은 1차 코팅물질인 PAA의 코팅 시간에 따라 

투과도와 제거율을 측정한 결과이다. 우선 8,000 ppm 

PAA 수용액으로 1, 2, 3, 4분 각각 코팅하였으며 그 후

에 10,000 ppm PEI 수용액에 이온세기 0.1을 주어 1분 

동안 코팅하였다.

PAA의 코팅 시간이 1분에서 4분으로 증가함에 따라 

투과도는 155 LMH에서 68 LMH로 감소하였으며 제거

율은 51.8%에서 62%로 증가하였다. 앞선 실험인 Fig. 

5에서는 PAA 2분 코팅 후 PEI 8분 코팅한 경우에 투

과도는 72 LMH, 제거율은 59%이었으며 이번 실험에

서 PAA 4분, PEI 1분 코팅 결과로는 투과도 68 LMH, 

62.1%의 제거율을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PAA의 코

팅 시간을 증가시키는 것이 PEI의 코팅 시간을 증가시

키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막의 특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실험 조건 중에 PAA의 코팅 시

간을 증가시키는 것이 공정의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사

료된다. 또한 PAA와 PEI 두 물질을 이용하여 코팅하였

을 경우 카르복실기(-COOH)가 형성이 되면서 화학적 

가교가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코팅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투과도는 감소하고, 제거율은 증가하는 경향이 나

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Fig. 7은 PAA의 이온세기 및 PEI의 코팅 시간에 따

라 투과도와 제거율을 측정한 그래프이다. 8,000 ppm 

PAA 수용액에 이온세기를 0.2, 0.25, 0.3, 0.35로 달리

하여 3분 동안 코팅하였으며, 그 후에 10,000 ppm PEI 

수용액에 이온세기 0.05를 주었으며 1, 2, 3, 4분으로 

각 각 코팅 시간을 달리하여 코팅하였다. 

PAA의 이온세기가 0.2, 0.25, 0.3, 0.35로 증가함에 

따라 PEI 1분 코팅한 경우 투과도는 235.8, 207.2, 

189.6, 188.9 LMH로 측정되었으며 제거율의 경우 

32.1, 48.9, 52.4, 55.8%로 증가하였다. 또한 PEI의 코

팅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같은 이온세기 조건에서 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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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Effect of PSSA_MA coating time and PEI concen-
tration on flux and rejection of 100 ppm NaCl feed sol-
ution (1st coating : 5,000 ppm PSSA_MA solution, IS = 
0.3, Coating time = 1, 2, 4, 8 min 2nd coating : 10,000 
ppm PEI solution, IS = 0.1, Coating time = 1 min).

도는 감소하였으며 제거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

었다. 이는 PEI의 코팅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막 표면

에 코팅으로 인한 코팅층 형성과, 화학적 가교 및 코팅

용액의 막 내부로의 함침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된

다. PAA의 이온세기 0.25와 0.3 조건 하에 PEI 2분 코

팅의 경우 투과도는 193, 188 LMH이었으며 3분 코팅

의 경우 투과도는 191, 188 LMH로써 다른 이온세기 

변화에 비해 감소폭이 적게 나타났다. 반면에 제거율은 

2분 코팅의 경우 52에서 56%로 증가하였으며 3분 코

팅의 경우 56에서 59%로 나타났다. 특히 PAA의 이온

세기를 0.35로 하고 PEI 코팅을 4분 하였을 경우 투과

도는 101 LMH, 제거율은 66.7%로 측정되었는데, 이는 

도레이케미칼에서 제조되며 NF 멤브레인으로 사용되고 

있는 NE4040-70 (투과도 = 30 LMH, 염 배제율 = 

40~70%) 제품 수준의 성능을 갖는 우수한 막의 특성

을 나타내었다. 

다음으로 술폰산기와 카르복시기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PSSA_MA를 이용하여 막의 성능을 향상시키고자 

하여 복합막을 제조하였다. Fig. 8은 PSSA_MA를 이용

하여 코팅한 복합막의 투과도 결과이다. PSSA_MA의 

농도를 10,000, 12,000, 20,000 ppm으로 달리하였으며 

이온세기는 0.3으로 고정하였다. 그 후 10,000 ppm PEI 

수용액에 이온세기 0.1을 주었으며 PEI의 코팅 시간을 

1, 2, 3, 4분으로 달리하여 실험하였다. 

PSSA_MA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PEI 1분 코팅의 경

우 투과도는 264에서 82.5 LMH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

고 제거율은 32에서 61%로 증가하였다. 10,000 ppm 

PSSA_MA 농도로 코팅 후 PEI의 코팅 시간이 증가함

에 따라 투과도는 264에서 202 LMH로 감소하는 경향

을 나타내었으며 제거율은 32.1에서 47%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특히 20,000 ppm PSSA_MA의 농

도로 코팅하고, PEI의 코팅 시간을 4분으로 하였을 때 

투과도 70 LMH, 제거율 67.2%로 앞선 PAA-PEI 코팅

과 마찬가지로 도레이케미칼의 NE4040-70 제품 수준

의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었다. 

Fig. 9은 PSSA_MA의 코팅 시간 및 PEI 농도에 따

라 실험한 결과이다. PSSA_MA의 농도를 15,000 ppm

으로 하고 이온세기는 0.3으로 고정하였으며 1, 2,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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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Effect of PSSA_MA concentration on flux and re-
jection of 100 ppm NaCl feed solution (1st coating : 
Concentration of PSSA_MA solution = 10,000, 15,000, 
20,000, 25,000, 30,000 ppm, Coating time = 1 min, IS = 
0.3, 2nd coating : 10,000 ppm PEI, IS = 0.1, Coating time 
= 1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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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Effect of PSSA_MA concentration on flux and re-
jection for flux and rejection of 100 ppm NaCl feed sol-
ution (1st coating : Concentration of PSSA_MA solution = 
10,000, 15,000, 20,000, 25,000 ppm, Coating time = 2 
min, IS = 0.3, 2nd coating : 10,000 ppm PEI, IS = 0.1, 
Coating time = 1 min).

분 코팅한 후에 PEI의 농도를 5,000 ppm과 10,000 

ppm으로 달리하여 코팅하였다. 이때의 PEI 수용액의 

이온세기는 0.1로 고정하였고, 1분 동안 코팅하였다.

PSSA_MA의 코팅 시간이 증가될 때 5,000 ppm PEI

의 경우 투과도는 204에서 112 LMH로 감소하였으며 

제거율은 30에서 39%로 증가하였다. 또한 PEI 10,000 

ppm의 경우 투과도는 195에서 84 LMH로 감소하였으

며 제거율은 46.4에서 57.0%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이

번 실험의 결과와 이전 실험의 결과를 비교해보았을 때 

PEI의 농도가 10,000 ppm 이하가 되면 투과도에는 영

향을 미치지만 제거율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Fig. 10은 PSSA_MA의 농도에 따라 실험한 결과이

다. PSSA_MA의 농도를 10,000, 15,000, 20,000, 

25,000, 30,000 ppm으로 달리하였으며 이때의 이온세

기는 0.3으로 고정하여 1분 코팅하였다. 코팅 후 10,000 

ppm PEI에 이온세기 0.1을 준 수용액으로 1분 동안 코

팅하였다. 

PSSA_MA의 농도가 10,000 ppm일 때의 투과도는 213 

LMH, 제거율은 44.6%이었으며 30,000 ppm일 때의 투과

도는 24 LMH, 제거율은 59%로 나타났다. PSSA_MA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제거율보다는 투과도의 감소폭이 

더 컸으며 이로써 PSSA_MA 코팅농도는 제거율 보다

는 투과도에 더욱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11은 Fig. 10의 실험조건에 PSSA_MA의 코팅 

시간을 2분으로 늘려 실험한 결과이다.

10,000 ppm PSSA_MA의 경우 투과도는 170 LMH

에서 25,000 ppm일 때 30 LMH로 감소하였으며 제거

율은 50.4%에서 62.0%로 증가하였다. Fig. 10와 Fig. 

11을 보면 알 수 있듯이 PSSA_MA의 농도가 25,000 

ppm, 30,000 ppm에서 코팅 시간이 2분, 1분이 되면 염 

배제율은 60% 수준을 유지하지만 투과율이 급격히 감

소하는 결과를 얻었다. 이로써 PSSA_MA의 코팅 시간 

및 농도를 증가시키는 것은 제거율의 영향보다는 투과

도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결  론

본 연구는 폴리설폰을 지지체로 하여 LbL 방식으로 

코팅하였으며 NF 공정에 적용할 수 있는 복합막을 제

조하였다. 제조한 복합막의 성능은 도레이케미칼의 NE 

4040-70 (투과도 30 LMH, 염 배제율 40~70%)과 견줄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1) 폴리설폰 지지체 위에 PAA와 PEI를 코팅하였다. 

코팅의 유무 및 코팅용액의 막 내부로의 함침을 알아보

기 위하여 FE-SEM을 통하여 표면과 단면을 관찰하였

다. FE-SEM 결과로 보아 표면에 막 표면에 코팅이 되

었으며, 막의 내부로 코팅용액의 함침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었다.

2) 1차 코팅물질로 PAA를 사용하였을 경우 PEI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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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팅 시간이 길어졌음에도 투과도는 PVSA와 PSSA 보

다 높았으며, 제거율도 가장 좋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1차 코팅물질 중 가장 적합한 물질은 PAA로 

도출되었다.

3) PAA의 코팅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막의 성능 감

소량은 PEI의 코팅 시간이 증가함에 따른 막의 성능 감

소량보다 적은 것으로 보아 PAA의 코팅 시간을 증가

시키는 것이 PEI의 코팅 시간을 증가시키는 것보다 공

정의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4) 8,000 pppm PAA 수용액에 이온세기 0.35를 주고 

3분 코팅한 다음 10,000 ppm PEI 수용액으로 4분 코팅

하였을 경우, 투과도 101 LMH, 제거율 66.7%로 우수

한 성능을 얻을 수 있었다. 이는 도레이케미칼의 NE 

4040-70과 견줄 수 있는 우수한 특성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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