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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지구온난화 및 기상이변에 따른 수자원 고갈과 지역별 편차 심화, 

도시화에 따른 포장도로 증가로 물 순환 기능 저하 및 석유산업의 지

속적 성장에 따른 누출사고 증가 등으로 인해 물 재이용에 의한 수자

원 확보 및 이를 위한 보급형 신기술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1-7]. 

물 재이용을 위한 오일폐수 처리 기술은 일반적으로 물과 오일을 

분리하고자 하는 유수분리장치를 이용하는데, 디스크나 필터를 이용

하여 점성이 있는 오일 성분을 흡착/제거하는 방식과, 물과 오일의 비

중 차이를 이용하여 물의 상부에 떠오른 오일을 선별적으로 제거하는 

비중분리방식 등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비중분리방식은 기계적 작동 

부분이 적고 구조가 간단하여 유지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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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처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분리 배출된 오일에 비교적 많

은 물이 섞여 있게 되어 분리효율이 높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흡착/

제거 방식도 필터의 작은 교체 및 폐기물 처리 등의 문제점들이 발생

하기 때문에, 최근 다양한 표면개질 방법을 이용하여 기능성이 향상

된 유수분리막을 기반으로 유수분리장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연구개

발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3-9]. 

핵심 소재의 성능 개선과 더불어 실질적인 현장 적용 및 상업화를 

위해서는 소재 원재료 가격 및 대량생산 가능성을 비롯한 경제적인 측

면과 유수분리장치에 효과적으로 접목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소재의 

가공 유연성이 주요 고려되어야 한다. 분리 선택성, 내구성 및 가공 유

연성 향상을 위한 일련의 선행연구를 통해 섬유소재 및 분말소재를 비

롯한 다양한 지지체(substrates) 위에 polydimethysiloxane (PDMS) 고

분자를 화학기상증착법(chemical vapor deposition)을 응용한 코팅공정

을 활용하여 미세 코팅이 가능한 건식코팅법을 개발하였으며[10,11], 

대용량 연속 처리공정이 가능한 유수분리장치에 효과적으로 적용하

기 위한 대면적 유수분리막 제조를 위해서는 Polyester (PET) 지지체

에 고선택성 초발수 실리카 분말을 코팅하기 위하여 습식 침지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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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본 연구에서는 PET 상용 소재를 기반으로 제작된 유수분리막을 오일 폐수 처리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유수
분리장치 성능 향상 및 적절한 소재 선정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PET 섬유 소재의 방수 능력과 선택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적 조건을 탐색하였으며, 밀도 60 g/m2 이상의 PET 소재를 2겹 이상으로 사용하여야 분리 효율을 유지하면서 
본 연구에서 설계한 단위 셀에 적합한 수준의 방수 능력을 보여주었다. 유수분리장치는 회전하는 타공 원통 구조로 
설계되고, 외부에 유수분리막이 감싸는 구조로 장착되어 연속적인 흡착제거가 가능하며, 내부에 부유형 방해판을 설
치하여 오일 성분을 강제적으로 유수분리막 방향으로 유도하여 제거 효율과 안정성을 극대화하였다. 

Abstract
We report on the design of oil-water separators and the selection of materials for the effective application of highly selective 
membranes fabricated by commercial PET (polyester) fabrics. The waterproof ability of PET fabrics was optimized to improve 
the separation selectivity. The density of individual PET fabrics should be over 60 g/m2, and the multi-layered structure is 
more favorable for the waterproof ability together with maintaining the removal efficiency. For the continuous adsorption and 
removal process, the rotating perforated cylinder was selected, and covered with membranes. Furthermore, more improved 
and stable removal efficiency was obtained by installing floating baffles which forces the oil content to move toward 
membranes. 

Keywords: Oil-water separation, Highly selective membrane, Rotating cylinder type, Floating baffle, Polydimethysiloxane co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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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coating)을 접목하였다[7-9].

본 연구에서는 상용 PET 섬유 지지체를 이용하여 연속 습식공정으

로 제작된 롤타입 유수분리막을 적용하기 위하여 Figure 1과 같이 회

전원통형 유수분리장치를 고안하였다. 유수분리장치 처리효율 및 최

적 구동조건은 유수분리막 소재의 물성 및 제조 조건과의 상호의존적 

관계를 고려하여 최적화하였다. 

2. 실    험

본 연구에 사용된 유수분리막은 상용 PET 섬유를 사용하였으며, 선

행연구에서[8] 시도한 바와 같이 밀도가 다른 대면적 PET 섬유(25, 

40, 60, 80 g/m2)에 초발수 실리카 분말을 연속식 습식 코팅공정을 이

용하여 제조한 후 회전 원통형 유수분리장치에 적용하였다. 전자 주

사 현미경(High-resolut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HRSEM, 

Nova Nano 200, USA)을 사용하여 초발수 코팅 후 PET 섬유의 표면 

구조를 확인하였으며, 회전원통형 유수분리장치에 최적 조건의 유수

분리막을 선택하기 위하여 여러 밀도의 PET 섬유를 조합하여 방수압

(Waterproof)과 오일 폐수의 제거율을 확인하였다. 방수압은 ISO-811 

표준 시험방법에 따라 직경 8 mm 투명 유리관을 사용하여 소재에 물

이 투과되는 높이를 측정하였다[8,11].

본 연구에서 개발된 회전원통형 유수분리장치는 50 m3/day 용량으

로 제작되었으며, 유입되는 오일 폐수는 본 연구에 사용되는 유수분

리막의 방수압을 고려하여 병렬 구조인 6개의 유수분리 셀(Cell)을 통

해 분산하여 처리한다. 유수분리 셀은 타공망 형태로 제작된 원통(직

경 114 mm, 길이 1,400 mm)과 이를 감싸고 있는 유수분리막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유입된 오일 폐수는 유수분리막에 균일하게 접촉하면

서 유분을 분리한다. 유수분리 셀은 흡착된 오일 성분을 외부로 배출

시키고 유수분리막의 전체 면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일정 속도로 회

전한다. 회전원통형 유수분리장치의 타공망은 고정형 방해판(fixed 

baffles)과 부유형 방해판(floating baffles)을 설치하여 내부 유체 유동

을 제어할 수 있다. 

회전원통형 유수분리장치의 성능 평가를 위한 오일 폐수는 경유를 

이용하여 제조한 모사 폐수를 사용하였다. 유입 오일 폐수는 4 L/min

의 유속으로 공급하였으며, 경유의 경우 정량펌프(peristaltic Pump, 

EMS Tech. EMP-2000W, Korea)를 이용하여 4 g/L 속도로 유입구에 

일정하게 공급하여 1,000 mg/L 농도를 유지하였다. 유수분리장치의 

타공망 회전속도는 15 rpm으로 설정하여 운전하였다. 유입수와 처리

수의 오일 함량을 확인하기 위해 운전 시작 후 20 min마다 100 mL의 

처리수를 샘플링하였으며, 수분 내 오일측정기(Oil-in-water Analyzer, 

Turner Designs Hydrocarbon Instruments, TD500D, USA)를 이용하여 

형광분석법으로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유수분리막의 물성, 특히 두께 및 밀도는 방수 능력, 오일 분리 효

율 및 선택성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선행 연구에서도 유수분리막

의 방수 능력은 PET 원소재의 기공 구조와 두께에 큰 영향을 받는다

는 것을 확인하였다[8,11]. PET 두께는 방수 능력을 확보하는 측면에

서 두꺼울수록 유리하지만, 유수분리장치에 장착되어 연속적으로 오

일 성분을 흡착/배출해야 하는 속도론적 관점에서 고려하면 최적화된 

두께 조절이 필요하다. Figure 1에서와 같이 유수분리막은 타공망 형

(a)

(b)

Figure 1. Schematic illustration of unit cell (a) and the photo of 50 
m3/day scale oil-water separator, respectively.

(a)

(b)

Figure 2. Waterproof ability of PET samples with different density. 
(a) single and (b) double-layered PET,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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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로 제작된 원통을 감싸고 있으며, 전체 면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일

정 속도로 회전도 하기 때문에 방수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

서 제작된 유수분리장치는 50 m3/day 급으로 6개의 타공 원통을 병렬

로 연결하여 제작하였다. 이때 개별 원통에서 상시 채워져 있는 폐수

의 양은 대략 4.5 L인데, 섬유 소재인 유수분리막이 견딜 수 있을 수

압을 적절히 계산해야만 방수 압력이 유지될 수 있다. Figure 2에는 

유수분리막의 방수 능력을 PET 소재의 구성 및 오일 성분 흡착 유무

에 따라 ISO-811 규정에 의거 평가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경우에 상관없이 단일 층(a)과 이중 층(b) 모두에서 밀도

(혹은 두께)가 커질수록 방수 능력은 증가하게 된다. 다만, 오일 폐수 

처리 환경에 적용이 되는 경우를 모사하여 오일 성분을 흡착시킨 후 

동일한 실험을 실시하였을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 보다 방수 능력이 

저하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단일 층(a)의 경우는 모든 경우에서 

200 mmH2O 이하의 수치를 보였으며, 이중 층(b) 경우에는 60 g/m2 

이상의 경우에서 200 mmH2O 이상의 안정적인 수치를 보인다. Figure 

2(a) SEM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밀도에 따라 섬유 소재의 기공 구조

에 차이가 있는데 오일 성분 흡착/배출이 진행되면서 섬유 조직의 유

연해짐 차이에 따라 방수 능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것은 발수 코팅의 균일성 및 코팅량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

며 향후 추가적인 실험이 진행되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유수분리장치

에 유수분리막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단일 층으로는 부족하며, 이중 

층 이상의 복수의 유수분리막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유수분리막 구성에 대한 유수분리 효율 평가는 Figure 3에 나타내

었다. 선행연구[8]를 통해 확인된 유수분리막으로써의 기능을 대용량 

연속 공정이 가능한 유수분리장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Figure 1에 

제시한 장치의 6개 중에 하나의 회전 원통형 단위셀을 사용하였다. 유

입수 농도 1,000 ppm 오일 폐수를 15 rpm 회전속도 및 4 L/min 유속

으로 처리할 경우 유수분리막 이중 층 두께의 합이 커질수록 배출수 

농도가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상대적으로 두꺼운 두 종류의 섬유 

소재를 사용할 경우 안정적인 배출수 농도를 확인하여, 시간에 따른 

농도 변화를 Figure 3(b)에 제시하였다. 초기 1 h 정도까지의 농도 변

화는 Figure 3(a)에서와 유사하게 진행되었으며 오히려 80/80 조합이 

(a)

(b)

Figure 3. (a) Concentration of effluent with different configuration of 
PET after 1 h in unit-cell operation. (b) Concentration of effluent as 
a function of time with two promising configuration of PET. 
Operating conditions are 15 rpm and 4 L/min, and initial 
concentration of oil is 1,000 ppm in both cases.

(a)

(b)

(c)

Figure 4. Schematic illustration of the internal structure of unit cell 
(a) and detailed design of unit cell with floating baffles (b). 
Concentration of effluent as a function of time with different types of 
unit cells. Operating conditions are 15 rpm and 4 L/min, and initial 
concentration of oil is 1,000 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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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0 조합의 유수분리장치 보다 낮은 배출수 농도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2 h 이후에는 역전되어 80/80 조합의 유수분리장치 배출수 농

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선행 연구를 통해서 이미 

보고한 바와 같이 밀도(두께)가 높아지면 유수분리막 포화 시간이 오

래 걸리기 때문에 더 많은 체류 시간이 필요하게 된다[8]. 회전 원통형 

유수분리장치에서 80/80 조합의 경우 오일 성분의 흡착 속도가 느리

기 때문에 일정 시간 후 유수분리막이 포화되는 시점 이후에는 더 많

은 체류 시간이 필요하게 되어 배출수 농도가 급격히 증가하게 됨을 

알 수 있다. 

Figure 3(b) 60/60 분리막 조합의 유수분리장치 배출수 농도는 5 h 

후 200 ppm으로 광유류 배출허용기준 5 ppm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

다. 더구나 시간에 따라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이

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타공 원통 내부 구조

를 효과적으로 개조함으로써 배출수 농도를 낮추는 동시에 시간에 따

른 처리 효율 내구성을 확보하였다. Figure 4(a)에서와 같이 고정형 방

해판(fixed baffles)과 부유형 방해판(floating baffles)을 장착하여 처리 

효율을 평가하였다. 방해판은 오일 폐수 내의 오일 성분이 원통 바깥 

유수분리막쪽으로 강제적으로 원활히 이동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특히, 부유형 방해판 장착 유수분리장치는 Figure 4(b)와 같이 내부에 

부유할 수 있는 구조물 형태로 경로 유도체를 설치하였다. Figure 4(c)

에서 알 수 있듯이 배출수 농도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고정형 방해

판을 설치한 경우에도 배출수 농도 감소 효과가 있으나, 이 경우 오일 

성분 경로 유도의 효과보다는 방해판을 타고 올라간 폐수가 수면 위

로 떨어지면서 결집된 유막을 파괴하는 현상을 유발하여 긍정적인 효

과가 반감하게 된다. 반면에 부유형 방해판을 설치한 경우에는 이러

한 문제가 최소화되고 유수분리막이 장착된 바깥 부분으로 효과적인 

경로 유도를 함으로써 오일 성분을 흡착/제거함으로써 배출수 농도를 

낮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된다. 다만, 배출허용기준을 만족시키기 위

해서는 유량 및 속도(회전 속도 포함) 등 공정 변수를 조율하는 최적

화 단계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PET 상용 소재를 기반으로 제작된 유수분리막을 오

일 폐수 처리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유수분리장치 성능 향상

을 위한 구조 설계 측면과 방수 능력 유지를 위한 소재 선정 및 적절

한 조합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PET는 섬유 소재의 특성상 방수 능력

이 탁월할 수 없기 때문에 장치의 용량 및 구조에 따라 적합한 조건을 

탐색하여야 한다. PET 밀도(두께), 다층 구조 및 조합에 따라 방수 능

력과 흡착/제거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데, 밀도 60 g/m2 이상의 PET 

소재를 2겹 이상으로 사용하여야 본 연구에서 설계한 단위 셀에 적합

한 수준의 방수 능력을 보여주었으며 연속 운전에서도 안정적인 제거 

효율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80 g/m2 이상의 고밀도 소재는 부적합하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유수분리장치는 회전하는 타공 원통 구조로 설

계되고, 외부에 유수분리막이 감싸는 구조로 장착되어 연속적인 흡착

제거가 가능하였으며, 추가적으로 내부에 부유형 방해판을 설치하여 

오일 성분을 강제적으로 유수분리막 방향으로 강제 유도함으로써 제

거 효율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안정적으로 배출 농도를 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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