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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MSP-ZIF 복합막의 기체투과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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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기체 투과도가 우수한 PTMSP [Poly(1-trimethylsilyl-1-propyne)] 고분자막의 양립현상(trade-off relationship)을 개선하기 위
해서 ZIF-8 (zeolitic imidazolate framework)을 첨가하여 PTMSP-ZIF 복합막을 제조하였다. PTMSP-ZIF 복합막은 PTMSP
에 ZIF-8의 함량을 0, 5, 10, 20, 30, 40 wt%로 하여 제조하였고, PTMSP-ZIF 복합막의 ZIF-8 함량 변화에 따른 H2, N2, 
CO2, CH4의 기체투과 특성을 알아보았다. 기체투과 실험에서 ZIF-8의 함량 5∼30 wt%까지는 ZIF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기체투과도는 증가하였고, 그 이후에는 감소하였다. PTMSP-ZIF 30 wt% 복합막에서 CO2의 기체투과도가 76080 barrer
로 가장 큰 기체투과도를 보였고, PTMSP-ZIF 20 wt% 복합막에서 선택도(CO2/N2)는 8.2로 가장 높은 값을 보였다. 선택
도(H2/N2)와 선택도(CO2/CH4)는 ZIF-8 함량 10∼40 wt% 범위에서 PTMSP 단일막과 거의 비슷한 값을 보였다. 전체적으
로 PTMSP-ZIF 복합막들은 PTMSP 단일막보다 선택도는 감소되지 않으면서 투과도는 향상된 결과를 보였다.

Abstract
PTMSP-ZIF composite membranes were prepared by the addition of zeolitic imidazolate framework (ZIF-8) into poly 
(1-trimethylsilyl-1-propyne) (PTMSP) having high gas permeability to improve trade-off relationship of the polymer membrane. 
PTMSP-ZIF composite membranes were prepared with different amounts of ZIF-8; 0, 5, 10, 20, 30 and 40 wt%. Gas permeation 
properties for H2, N2, CO2, and CH4 were investigated by increasing the amount of ZIF-8 in the PTMSP. The gas permeability 
of PTMSP-ZIF composite membranes within 5∼30 wt% of ZIF-8 contents increased as ZIF-8 contents went up and decreased 
thereafter. The gas permeability for CO2 showed the maximum value of 76080 barrer at 30 wt% of ZIF-8 content and PTMSP-ZIF 
composite membrane containing 20 wt% of ZIF-8 content had the highest selectivity (CO2/N2) with the value of 8.2. The selectivity 
(H2/N2) and selectivity (CO2/CH4) were almost the same as PTMSP in the range 10∼40 wt% of the ZIF-8. Overall, PTMSP-ZIF 
composite membranes resulted in maintained selectivity and increased permeability compared to those of PTMSP membranes.

Keywords: PTMSP, ZIF-8, permeability, selectivity

1)1. 서    론

고분자막의 trade-off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 ‘mixed matrix mem-

brane’ (MMM)이 사용되는데, 이것은 고분자막에 무기물질 또는 유기

-무기 물질 등을 첨가하여 개질하는 방법이다[1-3]. 일반적으로 고분

자에 첨가제로 사용되는 무기물질은 두 종류로 나눠지는데, zeolite, 

carbon molecular sieve, 배위화합물 등과 같은 다공성 물질과 silica 

nanoparticle 등과 같은 비다공성 물질이다[2]. 그러나 고분자에 무기

물질이 첨가되면 계면사이에 부착이 좋지 못하여 cavity가 생성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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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막을 통한 투과성분에 대해 낮은 선택성을 갖는 문제점이 발생한

다. 최근에 metal organic frameworks (MOFs)가 고분자에 사용되는 충

진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zeolite와는 달리 MOF

의 유기적 부분이 고분자와 친화적으로 작용하여 고분자에 zeolite가 

첨가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계면사이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준다고 

한다[4-6]. 수많은 MOF 중에서 zeolitic imidazole frameworks (ZIFs)

는 gas storage, chemical sensor, 분리공정 그리고 다양한 고분자에 첨

가되어 투과증발과 기체분리를 위해 사용되며, 화학적⋅열적 안정성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2,7-11]. 구조적으로 zeolite와 유사하며 

다공성 물질이고, 사면체 배위 기하도형이며 이미다졸 리간드를 가진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ZIF는 높은 기공률, 균일한 기공 크기 

및 높은 열적 안정성을 갖으며[7], pore size는 anionic imidazolate 

linker를 화학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조절할 수 있다. ZIF는 anionic 

imidazolate linker로 가교되어진 Zn, Co와 같은 전이금속으로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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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 chemical structure of PTMSP.

져 있는데 금속-imidazolate-금속 간의 결합각은 약 145°이다. ZIF 

framework에 존재하는 imidazolate linker는 aluminosilicate zeolite 보

다 더 hydrophobic한 물질을 만들 수 있어 고분자와 충진물로 사용되

는 무기물질 사이의 계면 성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한다[12]. 

ZIF 종류들 중에 ZIF-8은 소달라이트(SOD, sodalite)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2-methylimidazole에 의해 가교된 Zn(Ⅱ)금속 중심을 통해서 

얻어진다. 3.4 Å의 6-ring의 pore로부터 11.6 Å의 지름을 갖는 다공

성 물질이고, 1300∼1700 m2/g의 높은 표면적과 450 ℃ 이상의 열적 

안정성을 갖고 있으며 다양한 흡착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7,13,14]. 그리고 강한 framework와 안정한 pore size들을 갖고 있는 

zeolite와는 달리 ZIF의 pore size는 작아 선택적인 흡착제로 사용되는

데 그중 ZIF-8의 framework는 3.4 Å보다도 큰 크기의 분자에 대한 

흡착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유연하다[4]. 또한 ZIF 종

류들 중에 ZIF-7과 더불어 적은 비용으로도 쉽고 빠르게 합성되어질 

수 있다고 한다[2].

ZIF-8을 사용하여 보고된 논문으로는 Y. Pan 등이 ZIF-8 무기막을 

제조하여 C3H6/C3H8 혼합물의 분리에 관한 연구를 하였고[15], M. 

Askari 등[12]과 C. Zhang 등[4]은 고분자에 ZIF-8을 도입시켜 복합막

으로부터 C3H6/C3H8의 투과특성을 보고하였다. 그리고 X. L. Liu 등은 

bio-alcohol을 회수하기 위한 투과증발막 제조에 ZIF-8을 사용하였다

[11]. A. F. Bushell 등은 PIM-1/ZIF-8 복합막으로부터 He, H2, O2, N2, 

CO2, CH4의 기체투과 특성을 알아보았다[16]. 

한편 PTMSP [Poly(1-trimethylsilyl-1-propyne)]는 기체 및 증기 투

과성이 매우 우수한 유리상 고분자로 알려져 있다[17,18]. PTMSP는 

구조적으로 trimethylsily group을 가지고 있어 큰 자유부피 때문에 높

은 기체투과성을 보이지만 낮은 선택도와 투과 실험 시 시간이 경과

함에 따라 투과특성이 감소하는 단점을 갖고 있다[19]. 이러한 

PTMSP의 분리 성질들과 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crosslinking, 

functionalization, co- and graft- polymerization 시키는 화학적 방법과 

무기물질(silica, metal oxide, zeolite 등)과 유기물질(oil, surfactant, 

fullerene, rubbery polymer 등)을 첨가하는 물리적 방법들이 이용될 수 

있다[20-24]. 그러나 T. C. Merkel 등은 PTMSP에 silica를 첨가하여 

복합막을 제조한 후 이 복합막에 대한 기체분리 특성을 보고하였는데 

silica의 함량이 증가하면 n-C4H10의 기체투과도는 증가하나 Knudsen 

확산의 영향을 받아 선택도(C4H10/CH4)는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25]. 

K. D. Sitter 등도 PTMSP에 silica를 사용하여 H2, N2, C3H8의 기체투

과에 대해 연구하였고 silica 함량 증가에 따라 기체투과도는 증가하지

만 선택도는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26].

본 연구에서는 기체투과도가 우수한 PTMSP에 투과실험 시 고분자

막의 양립현상(trade-off)을 개선하고자 고분자와 친화적으로 작용하

여 계면사이를 보완시키면서 열적⋅화학적으로 안정한 zeolite 종류인 

ZIF-8을 첨가하여 PTMSP-ZIF 복합막을 제조하였다. 제조된 막의 물

리⋅화학적 특성을 FT-IR, GPC, XRD, TGA, SEM을 사용하여 분석

하였고, H2, N2, CO2, CH4에 대한 복합막의 기체투과 특성을 조사 연

구하였다. 

2. 실    험 

2.1. 재료 및 시약

PTMSP는 Gelest사(독일)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고, 분자구조는 

Figure 1과 같다. 용매로 사용된 톨루엔은 Aldrich사(미국) 특급품을 사

용하였다. PTMSP 내에 가해지는 ZIF-8[C8H12N4Zn, Basolite Z1200]은 

Sigma-Aldrich사(미국)에서 구입하였고, 표면적은 1300∼1800 m2/g, 

밀도는 0.35 g/cm3, 입자 크기는 4.9 µm이다. 기체투과 실험에 사용된 

H2, N2, CO2, CH4는 국산 (주)동진가스의 것을 사용하였다. 

2.2. PTMSP-ZIF 복합막 제조

PTMSP-ZIF 복합막은 다음 절차에 따라 제조하였다. 먼저 PTMSP 

고분자의 무게에 대한 ZIF-8의 함량이 각각 5, 10, 20, 30, 40 wt%가 

되도록 무게를 측정한 다음 톨루엔을 가하고 10 min간 초음파 처리 

후 교반한다. 따로 PTMSP에 톨루엔을 가하여 3 wt% PTMSP 용액이 

되도록 한다. 이 PTMSP 고분자 용액에 5개의 함량으로 준비된 ZIF-8

의 용액을 각각 가한 다음 실온에서 48 h 동안 교반한 후에 유리판 

위에 있는 직경 6 cm인 유리관에 혼합 용액을 넣고, 40 ℃ 진공 오븐

에 24 h 동안 건조시킨다. 건조된 복합막을 증류수에 담궈 유리판으로

부터 떼어내고 40 ℃ 진공 오븐에서 24 h 동안 건조시켜 PTMSP-ZIF 

복합막을 제조하였다.

2.3. 분석기기

PTMSP-ZIF 복합막들의 IR spectrum은 Brucker사(독일) Vertex 70

을 이용하여 film 상태로 500∼4,500 cm-1 범위에서 측정하였고, XRD 

분석은 Philips사(네덜란드) xpert system (1.2 kW, 2θ = 5°∼40°)을 

이용하였다. 열중량 분석은 Setram사(프랑스) Model TGA 92를 사용

하였으며, 단면구조는 JEOL사(일본) JSM-5600LV SEM을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PTMSP-ZIF 복합막들의 기체투과도는 SepraTek사(국산) 

VPA-601로 측정하였다.

2.4. 기체투과 실험

PTMSP-ZIF 복합막의 기체투과는 25 ℃, 3 kgf/cm2 압력으로 고정

하여 실험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기체는 H2, N2, CO2, CH4이다. 

기체투과 특성은 time-lag법을 이용한 투과장치로 얻어졌는데 기체

흐름 장치, 멤브레인 셀, 기체투과 측정장치 등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항온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체와 분리막이 실험 조건으로 일정하게 유

지되도록 하였다. 데이터는 이 장치와 연결된 컴퓨터에 의해 투과곡

선과 압력곡선을 얻어 자동적으로 계산되어 얻어진다. 막을 통과하는 

기체에 대한 투과도(P)가 계산되어지고, time-lag의 계산으로 확산도

(D)를 얻을 수 있다[27]. 그리고 유입된 기체가 투과하는 막의 유효면

적은 14.7 cm2이고, 지름은 4.9 cm이다. 

각 기체들의 투과도(P)는 다음 계산식에 의해서 계산되어진다. 

∆




(1)

여기에서 는 투과기체이고, 는 막을 통해 투과된 기체의 부피

(cm3, STP), 은 막 두께(cm), 은 막의 유효면적(cm2), 는 투과 시간

(s), ∆는 막 상부와 하부간의 압력차(cmH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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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A schematic diagram of gas permeation apparatus.

          

Figure 3. FT-IR spectra of PTMSP-ZIF composite membranes. (a) ZIF-8, (b) PTMSP, (c) PTMSP-ZIF 5 wt%, (d) PTMSP-ZIF 30 wt%. 

두 가지 확산계수 식들은 다음과 같다.




(2)

 


(3)

와 는 각각 응답시간   에서의 확산계수이고, 실

험에서는 를 확산도 로 하였다.

투과도(P)와 확산도(D) 그리고 용해도(S)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

계식이 성립한다.

    (4)

선택도(selectivity)는 다음 식에 의해 얻어진다.

 


 
  

  (5)

여기에서 는 기체 에 대한 기체 의 기체투과도 값의 비이다. 

3. 결과 및 고찰

3.1. 복합막의 구조와 특성

PTMSP의 수평균분자량(M n )과 중량평균분자량(M w)을 알아보기 

위하여 GPC를 사용하였다. M n과 M w은 각각 420 kg/mol과 870 

kg/mol이었으며 poly-dispersity (M w/M n )는 2.07이었다.

Figure 3(a)∼3(d)는 ZIF-8와 PTMSP 그리고 PTMSP-ZIF 복합막 중

에 대표적인 것의 FT-IR 분석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Figure 3(a)는 

ZIF-8의 것으로 ZIF-8의 imidazole의 aromatic과 aliphatic C-H stretch-

ing band가 3135 cm-1와 2920 cm-1에서 나타나고 있고, C=N stretching 

band가 1585 cm-1에 나타나고 있다. ring의 in-plane bending에 대한 

peak들은 900∼1350 cm-1 범위에서, out-of-plane bending의 peak들은 

800 cm-1 아래의 위치에서 확인되었다[28]. 

Figure 3(b)는 PTMSP의 것으로 C=C stretching peak가 1553 cm-1에

서, SiC-H deformation에 해당하는 peak가 1250 cm-1에서, C-Si stretch-

ing peak들이 828 cm-1와 750 cm-1에서 나타나고 있다. 

Figure 3(c)와 3(d)는 PTMSP-ZIF 복합막들로 전체적으로 PTMSP의 

peak들이 나타나고 있고, ZIF-8의 특징적인 peak들이 나타나고 있어 

PTMSP-ZIF 복합막들에서의 ZIF-8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 4(a)와 4(b)는 PTMSP와 ZIF-8 그리고 PTMSP-ZIF 복합막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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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XRD patterns of ZIF-8, PTMSP, and PTMSP-ZIF composite membranes.

Figure 5. TGA curves of PTMSP-ZIF comosite membranes as a 
function of ZIF-8 contents. (a) ZIF-8, (b) PTMSP, (c) PTMSP-ZIF 5 
wt%, (d) PTMSP-ZIF 10 wt%, (e) PTMSP-ZIF 20 wt%, (f) 
PTMSP-ZIF 30 wt%.

(a)
    

(b)

(c)
    

(d)

(e)
    

(f)

Figure 6. SEM micrographs of cross-section of PTMSP and 
PTMSP-ZIF membranes. (a) and (b) PTMSP, (c) and (d) PTMSP-ZIF 
20 wt%, (e) and (f) PTMSP-ZIF 30 wt%. 

의 XRD 분석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먼저 Figure 4(a)를 보면 ZIF-8는 

5°∼40° 범위에서 여러 결정성 피이크들이 나타나고 있고, 2Ɵ = 7° 

에서 매우 좁고 날카로운 피크가 관찰되어 결정성이 높은 물질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Figure 4(b)에서 보면 PTMSP-ZIF 복합막 내에

서 ZIF-8의 결정성 피이크들이 나타났고, PTMSP 고분자에 ZIF-8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결정성 피이크의 세기도 증가하였다. 

Figure 5는 PTMSP와 PTMSP-ZIF 복합막들에 대한 열중량분석

(TGA) 분석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Figure 5(a)는 ZIF-8의 TGA 곡선으로 그림에서 보면 200 ℃∼400 

℃ 범위에서 거의 무게손실이 일어나지 않아 400 ℃까지는 열적으로 

안정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PTMSP 단일막은 365 ℃∼400 ℃ 온도

범위에서 급격한 감량이 일어나고, 그 이후 완결되는 현상을 보였다. 

PTMSP-ZIF 복합막들은 서서히 감량이 일어나기 시작하여 PTMSP 보

다 다소 증가된 365 ℃∼410 ℃ 온도범위에서 급격한 감량 현상을 보

였고, 그 이후 다시 서서히 감량하는 현상을 보였는데 ZIF-8 함량이 

5, 10, 20, 30 wt%으로 증가함에 따라 무게 감량이 완결되는 온도가 

465, 495, 530, 565 ℃로 온도가 높아지는 현상을 보였다.

Figure 6은 PTMSP-ZIF 복합막들 중 대표적인 것의 단면을 SEM 촬

영한 것이다. Figure 6(a)는 PTMSP 단일막으로 균질한 형태를 나타내

고 있고, Figure 6(c)와 6(e)는 PTMSP-ZIF 복합막들로 전체적으로 

PTMSP 내에 ZIF-8의 함량이 높아지면서 ZIF-8의 입자들이 서로 응

집되고, 그 응집물의 양도 많아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Figure 

6(b), 6(d), 6(f)는 전체적인 막의 사진으로 PTMSP 단일막의 두께는 

약 79 µm이고, PTMSP-ZIF 복합막들의 두께는 약 88∼150 µm로 복

합막 단면의 두께는 ZIF-8의 함량으로 PTMSP 단일막보다 더 두꺼워

지고 단면은 점차 거칠어지는 현상을 나타내었다.

Figure 7은 PTMSP 내에서 ZIF-8의 분산된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SEM의 배율을 좀 더 높여 관측한 것으로 PTMSP-ZIF 복합막들 중 대

표적인 것을 나타내었다. Figure 7(a)는 PTMSP의 것이고, 7(b)는 

ZIF-8 40 wt%에 해당하는 사진이다. Figure 7(b)에서 보면 PTMSP에 

ZIF-8의 함량이 40 wt%으로 가해졌을 때 PTMSP 내에 존재하는 

ZIF-8는 고분자 내에서 무작위로 균일하게 분산되어 있다는 것을 관

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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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7. SEM micrographs of cross-section of PTMSP and 
PTMSP-ZIF membrane. (a) PTMSP and (b) PTMSP-ZIF 40 wt%. 

Figure 8. Permeability of PTMSP-ZIF composite membranes as a 
function of ZIF-8 contents. 

3.2. 복합막의 기체투과 특성 

Figure 8은 PTMSP-ZIF 복합막에 대해 ZIF-8 함량에 따른 H2, N2, 

CO2, CH4들의 기체투과도를 나타냈다.

Figure 8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ZIF-8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ZIF-8

의 함량 0∼5 wt% 범위에서는 기체 투과도가 감소하였고, 5 wt%∼30 

wt% 범위에서는 반대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30 wt%∼40 wt% 

범위에서는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PTMSP는 큰 

자유부피(free volume)를 가지고 있어 높은 투과도를 나타내는데 

PTMSP 내에 ZIF-8의 함량을 5 wt% 이내로 가하면 PTMSP에 존재하

는 자유부피가 줄어들어 PTMSP 단일막보다 기체투과도가 감소하나 

ZIF-8의 함량이 5 wt%∼30 wt%로 가해지면 ZIF-8 사이에 응집이 시

작되고 PTMSP와 ZIF-8 간의 계면 사이의 공극이 증가되어 기체투과

도가 증가하였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PTMSP에 일반적으로 사

용되는 zeolite가 아닌 고분자와 무기물질 사이의 계면성질을 향상시

킬 수 있는 ZIF 물질을 넣으므로 고분자와의 친화력을 기대하였으나 

ZIF-8의 함량이 일정 이상 가해지면 오히려 ZIF-8 사이의 응집이 강

해져 응집물들이 만들어지고 결국 PTMSP와 ZIF-8 사이의 공극의 크

기를 증가시킨다는 결과를 얻었고, 이것은 복합막들의 SEM 사진에서

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Maxwell model에서 설명되어지는 기체투과 성질과

는 반대의 결과이다. 즉, Maxwell model에 의한 기체의 투과도는 다

음과 같다[29].

 ×





(6)

여기에서 는 고분자의 투과도이고, 는 충진제의 volume frac-

tion이다. 식 (6)은 일반적으로 무기물 입자가 도입된 고분자의 기체투

과도는 순수한 고분자의 투과도보다 낮고, 무기물 입자의 함량이 증

가할수록 기체의 투과도는 감소함을 나타낸다. 이것은 고분자 내에 

나노크기의 입자가 채워질 경우 고분자의 구조를 변화시켜 기체의 투

과도를 감소시킨다는 것이다[30]. 그러나 K. D. Sitter 등은 PTMSP와 

같이 자유부피가 큰 고분자 내에 silica와 같은 무기물질이 도입되면 

Knudsen transport 메커니즘이 일어나기에 충분한 자유부피가 만들어

지고, silica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무기물질 입자들이 서로 응집되어 

PTMSP와 silica 입자간의 cavity 크기가 증가하기 때문에 H2, N2, 

C3H8 들의 기체 투과도가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26]. 그리고 H. Sun 

등의 보고에 따르면 무기물질인 zeolite를 고분자에 첨가시키면 기체

투과도가 증가하다가 일정량 이상에서 감소한다고 보고하였고[31], T. 

Li 등은 고분자에 zeolite 무기물질이 가해졌을 때 기체투과도가 증가

하다가 일정량 이상 가해지면 기체투과도가 낮아지는 현상을 무기입

자의 응집과 경직된 고분자 사슬때문인 것으로 보고하였다[32]. 본 실

험에서도 ZIF-8의 함량이 30 wt% 이상으로 많아지면서 기체투과도가 

감소하였다. 일반적으로 고분자 내에 무기질이 충진제로 도입되었을 

때 서로 친화성이 약한 경우에는 계면에 생긴 공동 형성으로 기체투

과도가 증가하나 서로간의 상호작용이 강한 경우에는 고분자 사슬의 

분절 운동을 제한시켜 기체투과도를 감소시킨다고 한다[33]. 

일반적으로 유리상 고분자는 H2, N2와 같은 permanent gas에 대해

서는 낮은 흡착성을 가지고 있고, CO2와 같은 응축성 기체에 대해서

는 강한 흡착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18]. Figure 8에서 보면 유리상 

고분자인 PTMSP 단일막에서 응축성 기체인 CO2는 H2와 N2에 비해 

더 높은 기체투과 성질을 보였다. 그리고 PTMSP를 기본으로 제조되

어진 PTMSP-ZIF 복합막들도 PTMSP의 기본적인 투과성질을 가지고 

있어 비응축성 기체들(H2, N2) 보다 응축성 성질이 강한 CO2의 기체

투과도가 더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또한 보고에 의하면 ZIF-8은 N2, 

CH4 등에 비해 CO2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강한 흡착성을 보인다고 한

다[10,16,34-36]. 특히 A. F. Bushell 등은 CO2의 압력을 증가시키면서 

PIM-1에 가해지는 ZIF-8의 함량에 따른 CO2의 흡착을 조사하였는데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ZIF-8의 함량이 적은 양일 때보다는 많은 양이 

가해질 때 CO2의 흡착성질이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16]. 따라서 

PTMSP가 가지고 있는 기체 성질과 함께 ZIF-8의 CO2 흡착성질에 따

른 영향으로 PTMSP-ZIF 복합막에서 ZIF-8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용해성이 더욱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CO2의 투과도 값이 증

가하였으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PTMSP 단일막에서 가장 큰 기체투과도 값을 보인 ZIF-8 30 

wt%까지 ZIF-8 함량의 증가에 따른 기체투과도 증가폭을 비교하였을 

때 가장 기체투과도 값이 낮은 N2는 7488∼9056 barrer로 1568 barrer 

증가하였고, 기체투과도 값이 가장 큰 CO2는 51203∼76080 barrer로 

24877 barrer 증가하였다. CO2의 기체투과도 증가 폭은 다른 기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여 함량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

로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고분자막에 대한 투과기체의 용해도는 기체의 임계온

도와 끓는점의 영향을 받고, 투과기체의 확산도는 기체의 임계부피와 

분자 크기에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37]. Table 1은 실험에 사용된 투

과기체들의 물리적 성질을 나타낸 것이다. Table 1에서 보면 투과기체

들의 kinetic diameter (nm)의 크기는 CH4 (0.38 nm) > N2 (0.36 nm) 

> CO2 (0.33 nm) > H2 (0.29 nm) 순서로, CO2의 크기는 H2 보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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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σ/nm Vc/cm3mol-1 Tb/K Tc/K

H2 0.29 65.1 20.3 33.24

N2 0.36 89.8 77.4 126.20

CO2 0.33 93.9 216.6 304.21

CH4 0.38 99.2 111.2 191.05

σ (nm) : Kinetic diameter (nm), Vc (cm
3
mol

-1
) : Critical volume, 

Tb (K) : Boiling point, Tc (K) : Critical temperature

Table 1. Physical Properties of Permeation Gases

Figure 9. Diffusivity of permeation gases in PTMSP-ZIF composite 
membranes as a function of ZIF-8 contents. 

Figure 10. Solubility of permeation gases in PTMSP-ZIF composite 
membranes as a function of ZIF-8 contents. 

Diffusivity Selectivity
(CO2/N2)

Solubility Selectivity
(CO2/N2)

PTMSP 1.59 4.30

PTMSP-ZIF 5 wt% 1.33 5.25

PTMSP-ZIF 10 wt% 1.53 4.56

PTMSP-ZIF 20 wt% 1.25 6.55

PTMSP-ZIF 30 wt% 1.32 5.58

PTMSP-ZIF 40 wt% 1.43 4.95

Table 2. Diffusivity Selectivity and Solubility Selectivity of 
PTMSP-ZIF Composite Membrane for G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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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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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eson upper bound

Figure 11. Ideal selectivity vs CO2 permeability in PTMSP-ZIF 
composite membranes as a function of ZIF-8 contents. The upper 
bound lines come from Robeson’s paper[38].

크다. 그런데 ZIF-8의 함량 증가에 따라 CO2의 기체투과도 증가폭은 

H2 보다 더 큰 값을 보이는데 이는 복합막 내에서 투과기체 크기에 

의한 확산 성질보다는 용해 성질에 더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기체투과도는  ×로 복합막의 기체투과도에 미치는 

확산도(Diffusivity, D)와 용해도(Solubility, S)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

하여 ZIF-8의 함량에 따른 기체들의 확산도(D)를 Figure 9에, 용해도

를 Figure 10에 도시하였다. Figures 8∼10을 종합적으로 볼 때 모든 

기체들의 기체투과도(P)가 증가하는 범위인 ZIF-8의 함량 5 wt%∼30 

wt%에서는 확산도와 용해도 모두 기체투과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

이는데 특히 ZIF-8의 10 wt%∼30 wt% 범위에서 함량이 증가함에 따

라 CO2의 확산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용해도는 급격히 증가

하는 경향을 보여 이 범위에서의 ZIF-8의 함량 증가에 따른 CO2의 기

체투과도 증가요인은 확산에 의한 영향보다는 용해도에 의한 영향이 

큰 것으로 생각된다. 

Figures 11∼13은 Robeson upper bound를 도시하고, PTMSP-ZIF 

복합막들에 대한 기체들의 투과도와 각각의 선택도를 비교한 것이다. 

Figure 11에서 보면 5 wt% ZIF-8의 복합막을 제외한 10 wt%∼40 

wt%의 PTMSP-ZIF 복합막들은 PTMSP 단일막에 비하여 CO2 기체투

과도가 모두 증가하였다. ZIF-8의 함량 20 wt%에서는 선택도(CO2/N2)

가 8.2로 PTMSP의 선택도(CO2/N2) 6.8에 비해 증가하였고, 다른 복합

막들에 비해 가장 높은 선택도를 보였다. Table 2는 CO2와 N2에 대한 

확산선택도(Diffusivity Selectivity, CO2/N2)와 용해선택도(Solubility 

Selectivity, CO2/N2)를 나타낸 것으로 Table 2에서 보면 ZIF-8의 함량 

20 wt%에서 용해선택도 값이 6.55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낸다. 이것

은 20 wt%에서 가장 높은 선택도(CO2/N2)를 보이는데 영향을 주었으

리라 생각된다. 또한 이 범위에서는 upper bound에 더 근접한 결과를 

보였다.

Figures 12, 13에서도 ZIF-8 함량 10 wt%∼40 wt% 범위에서의 복

합막들은 PTMSP 단일막보다 선택도는 감소되지 않으면서 투과도는 

향상된 결과를 나타냈다. 따라서 Figures 11∼13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 PTMSP에 ZIF-8의 함량이 10∼40 wt%으로 하여 제조되어진 복합

막들의 기체투과 특성은 일반적으로 고분자막에서 보여지는 양립관

계(trade-off relationship), 즉 기체투과도과 증가하면 선택도가 감소하

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고, PTMSP-ZIF 복합막에서 ZIF-8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기체들의 투과도는 증가하면서 선택도는 유지시키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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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Ideal selectivity vs H2 permeability in PTMSP-ZIF 
composite membranes as a function of ZIF-8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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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Ideal selectivity vs CO2 permeability in PTMSP-ZIF 
composite membranes as a function of ZIF-8 contents. 

4. 결    론

본 연구는 PTMSP 고분자에 ZIF-8의 함량을 0, 5, 10, 20, 30, 40 

wt%로 달리하여 PTMSP-ZIF 복합막을 제조하고 FT-IR, TGA, SEM

을 통하여 복합막의 구조적 특성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H2, N2, CO2, 

CH4들의 기체투과 특성을 연구하였다. PTMSP-ZIF 복합막의 SEM의 

결과 ZIF-8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복합막 내에서 ZIF-8은 서로 응집되

었고, 막의 표면은 거칠어졌다. 기체투과 실험에서는 PTMSP-ZIF 복

합막에서 PTMSP에 첨가되는 ZIF-8의 함량이 30 wt%까지는 전체적

으로 ZIF-8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H2, N2, CO2, CH4들의 기체투과도

는 증가하였고, 그 이후 감소하였다. ZIF-8의 함량이 30 wt%로 제조

되어진 복합막에서 CO2의 기체투과도는 76080 barrer로 가장 높은 기

체투과도를 보였다. PTMSP-ZIF 복합막에서의 선택도(CO2/N2)는 

ZIF-8의 함량 20 wt%에서 PTMSP 단일막보다 다소 증가되었으며 복

합막들 중 선택도(CO2/N2)가 8.2로 가장 높은 값을 보였다. 선택도

(H2/N2)와 선택도(CO2/CH4)는 ZIF-8 함량 10 wt%∼40 wt% 범위에서 

PTMSP 단일막과 거의 비슷한 값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복합막들은 

PTMSP 단일막보다 선택도는 감소되지 않으면서 투과도는 향상된 결

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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