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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상 전이 공정을 이용하여 polysulfone계 비대칭 정밀 여과막을 제조하였다. Polysulfone/N-methyl-2-pyrrolidone/ 

polyvinylpyrrolidone/phosphoric acid계로 이루어진 casting 용액을 사용하였으며 응고조로는 물을 사용하였다. 멤브레인 제조

공정에 적용된 상 전이 공정으로 증기 유도 상 전이 공정을 적용하였으며 상대습도 74%에서 캐스팅 판의 온도와 노출 시간

을 조절한 결과 기공의 크기와 구조에 있어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다. 제조된 멤브레인의 구조는 SEM과 microflow permpor-

ometer를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Phosphoric acid의 첨가는 조밀한 스펀지 형태의 멤브레인을 느슨한 스펀지 형태의 멤브레인

으로 변화시켰으며 촉매량의 Phosphoric acid 첨가로도 평균 기공크기는 거의 0.2 µm 정도 커지고 유량도 약 3,000 LMH가

증가하였다. 캐스팅 판의 온도와 노출 시간의 변화는 표면층의 구조, 기공의 크기 및 공극률에 큰 변화를 가져옴을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An asymmetric microfiltration membranes were prepared with polysulfone by an immersion precipitation phase 

inversion method. Microfiltration membranes were prepared by polysulfone/N-methyl-2-pyrrolidone/polyvinylpyrrolidone/ 

phosphoric acid casting solution and water coagulant. The vapor induced phase inversion method was used to prepare the 

membranes. The pore size and the morphology were changed by the phosphoric acid additive, the temperature of casting 

plate and the exposure time at the relative humidity of 74%. The morphology of membranes was investigated by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and microflow permporometer. By the addition of the phosphoric acid additive in the casting solution, 

the morphology of the prepared membranes were changed from a dense sponge structure to a loose asymmetric sponge 

structure. Due to the addition of catalytic amount of phosphoric acid to NMP casting solution, the mean pore size increased 

almost 0.2 µm and the water flux increased about 3,000 LMH. The temperature of casting plate and exposure time had a 

apparent effect on the skin layer structure and the pore size and the porosity of the membrane.

Keywords: phase inversion, polysulfone, microfiltration, phosphoric acid, asymmetric membrane

1. 서  론

1)

정밀여과막은 전자·디스플레이, 정밀화학, 식품, 의·

제약 산업 등에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여러 멤

브레인을 이용한 정제공정 중에서 가장 사용빈도가 높

고, 적용범위도 넓어 시장 규모가 가장 클 뿐만 아니라 

나노산업, 생명공학산업 등 응용 분야 등 새로운 수요

†교신 자(e-mail: knwon@deu.ac.kr)

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1]. 고분자 멤브레인은 높

은 투과성과 선택성, 내구성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어 

많은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어 왔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선택성이 향상되면 투과성이 저하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투과성과 선택성을 동시에 만족시킨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또한 적용하고자 하는 공정에 따라 

열적 안정성, 기계적 강도, 화학적 내구성, 긴 수명 등 

갖추어야 할 물리 화학적 특성이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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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특성을 만족하는 멤브레인의 제조 방법으로 

상 전이를 이용한 고분자 멤브레인의 제조 방법에 관한 

연구들이 다양하게 시도되어 왔다. 

용매-비용매 치환에 의한 상 전이 공정 원리에 대한 

연구는 상 전이 전후의 열역학적 변화와 상 전이 과정 

중의 용매-비용매 혼화성과 치환속도에 따른 구조 변화

에 관하여 진행되어져 왔다. 특히 수처리 영역에서는 

polysulfone (PSF), polyethersulfone (PES), polyviny-

lidene difluoride (PVDF)와 같은 기계적 강도와 내화학

성이 우수한 고분자들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용매-비

용매 치환에 의한 상전이 공정은 이들 고분자들을 잘 

녹이는 용매에 녹여 균질 용액을 만든 후 비용매에 침

지시켜 고분자, 용매, 비용매의 종류에 따라 멤브레인의 

구조를 제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수처리에 적합한 

다공성 멤브레인은 instantaneous demixing 경로를 따르

는 조성을, 기체분리에 적합한 조밀성 멤브레인은 de-

layed demixing 경로를 따르는 조성을 결정함으로서 원

하는 멤브레인의 구조를 얻을 수 있다[2]. 

다공성 멤브레인은 내부에 macrovoid를 성장시킨 fin-

ger-like 구조와 미세 기공들로만 이루어진 sponge-like 

구조로 나눌 수 있다. Finger-like 구조를 가지는 멤브레

인은 주로 중공사 멤브레인이 선호하는 구조이며 

sponge-like 구조는 sheet 형태로 얻어지는 멤브레인이 

선호하는 구조이다. Finger-like 구조를 가지는 멤브레

인은 정제하고자 하는 물이 표면의 최소기공층에서 멤

브레인의 내부로 침투하여 정수가 일어나는 반면 

sponge-like 구조를 가지는 멤브레인은 정제하고자 하

는 물이 최대 기공 크기를 가지는 면에서 내부로 침투

하여 최소기공층을 거친 후 통과되는 정수 과정을 거친

다. 이러한 이유로 sheet 형태의 멤브레인은 최소기공층

의 크기가 일정할 경우 내부 구조가 비대칭성이 향상될

수록 많은 투과 수량과 긴 수명을 가진다는 특징을 보

인다[3]. 

상 전이 과정 중의 혼합 용액계의 조성 변화는 고분

자, 용매, 비용매 각각의 특성에 의해 결정되어진다는 

결과는 잘 알려져 있다. 반면 비대칭성의 변화와 같은 

내부 구조에 영향을 주는 인자를 관측할 수 있는 실험 

방법은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용매-비

용매 치환속도 조절에 의한 내부 구조 변화 결과를 수

집하여 특성을 분류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오랫동안 진

행되어 왔다. 

PES/NMP계 멤브레인의 형성에 있어 polyvinylpyrroli-

done (PVP)과 같은 친수성 고분자 첨가제의 첨가가 용

매-비용매 혼화성과 치환속도에 변화를 주어 내부 구조

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이때 PVP의 분자량이 macro-

void 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인 바 있다[4]. 캐

스팅 용액 내에 고분자 및 용매와 혼화성이 우수하면서

도 화학적 특성에서 작은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첨가

제의 적용[5], 비용매 유도 상 전이 공정(non-solvent 

induced phase separation, NIPS) 또는 증기 유도 상 전

이 공정(vapor induced phase separation, VIPS)과 같은 

고분자 용액의 캐스팅 상태에서의 표면 제어 방법 등이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된다[6-9]. 유사한 연구 결과로, 

비용매 고분자인 poly(ethylene glycol)가 캐스팅 용액 

내에 고분자 및 용매와 혼화성이 우수하면서도 친수성

을 가지는 고분자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10-12]. 

한편, 고분자 내 유기산의 첨가를 통하여 상 전이 공정

의 용매-비용매 치환 속도를 조절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졌으며[13], 유기산을 첨가한 후 VIPS-NIPS 연

속 공정 조건하에서 표면층의 emulsion 형성 시간을 조

절함으로서 morphology의 변화를 유도하는 결과를 얻

어내기도 하였다[14]. Phosphoric acid (인산)나 butoxy-

ethanol의 첨가 시 소량의 첨가만으로도 표면층의 

emulsion 형성이 용이하게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멤브

레인 내부의 현저한 morphology의 변화가 일어남이 발

표되었다[15-17]. 

본 연구에서는 PSF/N-methyl-2-pyrrolidone (NMP)/ 

PVP/phosphoric acid계로 이루어진 casting 용액을 사용

하여 정밀여과막을 제조하였다. 용매효과 비교를 위하

여 PSF/DMP/PVP/phosphoric acid계 용액을 준비하여 

동일 조건에서 제막하여 비교하였다. PSF과 NMP은 고

분자 소재 및 용매로 각각 사용되었다. PSF 고분자는 

기계적 강도가 우수하고 pH 적용 범위가 넓으며 polar 

aprotic solvent를 제외하면 용매 안정성이 지극히 우수

한 특징을 갖는다. 또한 상 전이 공정 조건에 따라 pore 

size distribution 조절이 용이하여 멤브레인 재료로 자

주 선택되는 화합물이다[17,18]. NMP는 dimethyl for-

mamide, dimethyl acetamide와 함께 sulfone계 고분자

에 대한 용해도가 높은 용매이다[2,19]. 특히 NMP는 

VIPS 공정 중 표면층의 수분 흡착능이 떨어져 표면에 

emulsion이 형성되는 시간이 dimethyl formamide, di-

methyl acetamide에 비해 길다는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치환 속도 연구에 적합한 용매라 할 수 있다. PVP는 앞

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 전이 과정에서의 용매-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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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reparation procedures of poylsulfone membrane.

Casting 

solution
PSF PVP

Phosphoric 

acid
DMF NMP

DP05 12 19 0 68.5 -

NP05 12 19 0.5 - 68.5

NP10 12 19 1.0 - 68

Table 1. The Composition of the Casting Solutions (wt%)

매 간의 혼화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친수성 고분자로 도

입되었으며, 인산은 VIPS 공정에서 emulsion 형성을 

용이하게 하는 촉매로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VIPS-NIPS 연속 공정으로 제막이 이

루어졌다. VIPS 공정 중 casting plate에 냉각 장치를 

도입함으로써 casting 용액 표면층이 emulsion을 형성

하는 동안 고분자 용액의 하부를 접촉 냉각함으로서 용

매의 유동성에 차이를 준 후 casting 용액이 응고조로 

침지하는 방법으로 실험이 설계되었다. 표면층의 emul-

sion 형성 양상과 용액 내부 온도 차를 하는 변환 인자

로 하여 용매-비용매 치환 속도 및 morphology 변화를 

조사하였으며 기공 크기 제어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NIPS 공정에서 응고조 비용매로 물을 사용하였다. 

2. 실  험

2.1. Materials

멤브레인 고분자로는 미국 Solvay사에서 공급된 PSF 

(UDEL P-3500 LCD)를 구입하여 정제없이 사용하였

다. 용매로는 DMF (SFC-DMF, (주)삼성정밀화학)와 

NMP (Junsei Chemical Ind.)를 구입하여 정제없이 사

용하였다. 친수성 고분자 첨가제로 사용된 PVP (Luvitec 

K-30)는 BASF사, 인산은 Tokyo chemical Ind.사에서 

각각 시약급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2.2. 멤 인 제조 

Fig. 1에 멤브레인 제조에 관련된 공정의 개략도를 제

시하였다. Casting solution은 12 wt%의 PSF 고분자와 

19 wt%의 PVP를 차례로 반응조에 넣은 후 인산 0.5 - 

1 wt%가 각각 균일하게 혼합된 용매에 녹였다. 70°C에

서 12시간 이상 교반하여 완전히 녹인 후 40°C로 온도

를 떨어뜨렸다. 감압 조건하에서 천천히 교반하여 용액

의 기포를 충분히 제거한 후 40°C로 보관하였다. 

멤브레인의 제조는 용매치환 상 전이법으로 이루어

졌으며 polyester film 상에서 250 µm의 gap을 가지는 

casting knife를 이용하여 고분자 용액을 캐스팅하였다. 

VIPS 조건을 균일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상대 습도 

74%, 외기 온도 19 - 20°C를 유지하였다. Casting plate

의 온도는 5, 10°C로 냉각한 조건 두 가지 조건과 냉각 

하지 않은 조건의 17°C로 유지되었다. Casting 용액과 

casting plate 간의 표면 접촉 시간은 casting 후 12, 24 

초로 조절하여 VIPS 공정이 실시되었다. 응고조는 상

온의 순수를 사용하였으며 충분히 응고가 이루어지고 

난 후 polyester film에서 고분자 멤브레인을 탈리시켰

다. 잔여 NMP 및 DMF 용매를 제거하기 위하여 고분

자 멤브레인을 60°C 이상의 물로 충분히 세정하였다. 

세정 후 air blower로 표면의 용매를 제거한 후 90 - 

95°C로 조절된 hot drum에서 멤브레인 내부의 수분까

지 완전히 제거하였다. Table 1에 casting 용액의 조성

을, Table 2에 공정 조건을 제시하였다.

2.3. 멤 인 구조

멤브레인의 morphology 분석은 FE-SEM (Quanta 200 

FEG, Chalmers co.)과 Flow Porometer (CFP-1200-AE, 

Porous Material Inc.)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FE-SEM 

분석 시 단면, 표면 모두 carbon coating 전처리 후 고

진공 고해상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단면 분석 시



수처리용 정밀여과 멤브레인의 제조 및 특성 연구

Membrane Journal Vol. 24, No. 1, 2014

53

Membranes
Casting 

solution

Temp. of casting 

plate (°C)

Contact Time 

(sec)

DP05-05-12

DP05-10-12

DP05-17-12

DP05

5.0

10

17

12

NP05-05-12

NP05-10-12

NP05-17-12

NP05

5.0

10

17

12

NP10-05-12 NP10 5.0 12

NP05-05-24

NP10-05-24

NP05

NP10

5.0

5.0

24

24

Table 2. Casting Conditions of PSF Membrane

료는 액화질소로 얼린 후 파쇄된 단면을 촬영하였다. 

Microflow Permporometer 분석에서 사용된 wet liquid

는 galwick solution (Porous Material Inc.)을 사용하여 

미세 압력 변화에 따른 공기 투과도를 측정하였다. 

2.4. 순수 투과 성능 평가

멤브레인 투과 성능 평가는 cross-flow cell에서 1.0 

bar의 압력으로 실시하였다. 멤브레인 샘플의 투과 유

효 면적은 28.5 cm
2
이며 필름에서 탈리된 표면이 feed 

water 쪽을 향하게 장착되었다. 멤브레인의 투과수로는 

증류수를 사용하였으며 투과 유량을 살펴보았다. 공급

수의 유속은 1 L/min으로 조절되었으며 25°C에서 투과

량을 측정하였다. 유량은 아래 식 (1)을 이용하여 계산

하였다. 

Flux (LMH/bar)  = Q / (A·T·P) (1)

여기서 Q는 수 투과 부피, A는 유효 단면적, T는 운

전 시간, P는 구동압력을 의미한다.

2.5. Porosity

멤브레인의 공극률은 멤브레인의 면적(A), 무게(W), 

두께(T)를 각각 측정하여 각 고분자 밀도(d)와 함께 아

래 식 (2)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P (porosity) = 
 · 

 ·   
× 100 (%) (2)

3. 결과  고찰

정밀여과에 사용되는 미세 다공성 멤브레인의 투과 

특성은 멤브레인의 morphology에 의해 대부분 결정된

다. 기계적 강도와 선택성을 얻기 위하여 sponge-like 

structure를 가지는 구조가, 풍부한 유량과 긴 수명을 부

여하기 위하여 비대칭성 구조가 선호된다. 상 전이법으

로 제조되는 sponge-like structure의 비대칭 멤브레인은 

공급수가 인입되는 비교적 큰 pore size를 갖는 다공층

(loading area)과 가장 작은 기공을 갖는 활성층(internal 

separation area with smallest pore size), 그리고 중간 

기공을 가지는 표면층을 갖는 형태로 이루어질 때 우수

한 투과특성을 가진다. 정밀여과 멤브레인의 수 투과량

은 멤브레인의 두께, porosity, 평균 pore size, pore size

의 분포, 활성층의 두께 등 여러 가지 변화 인자를 가

지므로 특정 인자의 변화만으로는 그 해석이 어렵다.  

제거 효율은 크기를 알고 있는 입자의 직접 제거를 통

하여 측정하여야 하나 활성층의 두께와 SEM, permpor-

ometer 등 간접적인 기공 구조 해석으로 어느 정도 그 

성능의 예측이 가능하다. 

NIPS 공정을 통하여 얻어지는 멤브레인의 형성은 먼

저 고분자 용액과 비용매의 직접 접촉을 통한 표면층 

형성 단계가 일어나고, 이때 표면층에서 형성된 기공을 

통하여 인입된 비용매(물)와 용액 내 용매의 치환에 의

해 하층부의 상 전이가 진행되는 단계로 일어난다. 용

매-비용매의 직접 접촉은 치환 속도가 아주 짧은 시간

에 일어나게 되며 그 결과 표면층에서는 dense layer의 

미세 기공 구조를 가진다. 반면 조밀한 표면층은 비용

매의 용액 내부로의 침투 속도를 느리게 함으로써 내부 

용액을 solvent-rich 영역과 polymer-rich 영역으로 상이 

분리되면 고분자의 성장 조건을 조성하게 된다. 그 결

과 비대칭 구조, finger-like 구조 및 macrovoid 등의 다

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NIPS 공정은 내부에 po-

rous한 기공 형성에는 유리하나 최소기공층이 표면에 

존재하고 최소 기공의 크기 또한 100 nm 이상의 크기

로 성장시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반면, VIPS 후 NIPS 공정이 연속해서 일어날 경우는 

고분자 용액과 비용매의 직접 접촉이 일어나기 이전에 

비용매 증기를 접촉시켜 용액 표면에 template pore가 

형성된다. 즉 표면에서 먼저 상전이가 일정정도 진행된 

후 NIPS 공정의 비용매와 접촉이 일어난다. VIPS-N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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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branes
Mean pore size

(µm)

Air permeability 

at 40 psi

(L/min·cm
2
)

Porosity 

(%)

Thickness

(µm)

PW Flux

(LMH)

DP05-05-12

DP05-10-12

DP05-17-12

0.224

0.221

0.172

11.7

11.5

7.15

47.9

41.2

38.3

118

123

113

1677

534

1522

NP05-05-12

NP05-10-12

NP05-17-12

0.452

0.489

0.501

34.8

30.8

29.3

68.5

67.7

68.2

161

141

132

4130

4600

4380

NP10-05-12 0.781 48.8 72.7 160 5780

NP05-05-24

NP10-05-24

0.729

0.786

41.9

55.9

67.2

75.8

166

120

6430

7490

Table 3. Numerical Morphology Data of PSF Membranes 

Solvent     

DMF 24.8 17.4 13.7 11.3

NMP 22.9 17.9 12.3 7.2

Phosphoric acid 35.8 14.7 18.6 26.8

Water 47.8 15.6 16.0 42.3

Table 4. Hansen Solubility Parameters for Solvents at 25°C연속 공정의 영향이 뚜렷이 나타나는 멤브레인은 몇 가

지 구조적인 특징을 가진다. 표면층에서 큰 기공을 형

성하고, 표면층 하부에 최소기공층이 나타나며 최소기

공층 하부에 다시 거대 기공층이 나타나는 3중 구조를 

가지는 것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VIPS 공정에서의 template pore의 구조 결정은 용매

와 비용매의 solubility parameter, 용매와 고분자의 af-

finity, 용매 확산에 관련된 온도, 압력, 조성과 같은 열

역학적 인자를 들 수 있다. 상 전이 공정에서는 특히 

solubility parameter를 통하여 멤브레인 구조 특성으로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Casting 용액 내 용매의 sol-

ubility parameter는 멤브레인의 morphology 결정의 이

해에 큰 도움이 된다. Solubility parameter ()는 다음 

식 (3)으로 표현된다. 

    
  

 (3)

여기서 는 분산 효과(dispersion component), 는 

극성 효과(polar component), 는 수소결합 효과(hydro-

gen bonding component)를 반영하는 solubility parame-

ter 값들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DMF와 NMP 용매의 

solubility parameter 값들을 Table 4에 제시하였다[20]. 

NIPS 공정에서 일반적으로 물과 solubility parameter 

차이가 작은 용매일수록 혼화성이 우수해지며 용매-비

용매 치환속도의 차이로 인하여 다공성 멤브레인이 형

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 관심을 둔 특

성은 VIPS 공정을 선행하였을 경우의 morphology의 

변화이다. 이때 morphology의 변화는 유도 증기인 수분

으로 표면 흡착 속도에 의존한다. 본 연구에서는 DMF, 

NMP와 유사한 값의  값을 가지면서 와 가 아주 

큰 값을 가지는 인산을 흡착 촉매로 사용하여 흡착 속

도가 제어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물과의 친화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DMF와 낮은 

NMP를 용매로 하고 온도 인자, 비용매 증기 흡착 시간

을 미세 조절 인자로 하여 구조-특성 관계를 살펴보았

다. 특히 물과의 친화도가 낮은 NMP의 경우 template 

pore의 형성 시간이 오래 걸려 극성을 향상시킬 수 있

는 인산 첨가제를 채택하여 멤브레인 형성 인자를 조사

하였다.

3.1. 용매 효과 

Fig. 2의 (a), (b), (c)는  각각 5, 10, 17°C의 casting 

plate에서 12초간 접촉한 후 응고조에 침지함으로써 얻

은 멤브레인의 SEM 사진들이다. VIPS 공정에서 표면 

수분 흡착능 향상을 통하여 표면층의 template pore 형

성을 도와주는 첨가제로서의 인산 함량은 0.5 wt%로 

고정하였다. 12초의 시간은 casting 용액이 수분 흡수를 

통하여 투명도가 확연히 떨어짐을 관찰할 수 있는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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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rface                  Cross-section

(a) 118

(b)

(c)

Fig. 2. Surface and cross-section images of PSF mem-

brane; (a) DP05-05-12, (b) DP05-10-12 and (c) DP05-17-12.

한 시간이다. 

Casting된 용액의 표면층이 공기 중의 수분을 급속히 

흡착하여 template pore를 형성한 후 비용매인 물에 침

지된 PSF 멤브레인들로서 DMF 용매에서는 정도의 차

이는 있으나 모두 조밀한 표면층을 가짐을 볼 수 있었

다. Casting plate의 온도가 5°C (Fig. 2. a)의 경우 표면

층의 기공의 크기가 10°C (Fig. 2. b), 17°C (Fig. 2. c)

에 비해 확연히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Casting 

plate의 온도가 10°C (Fig. 2. b)의 경우, 표면층의 기공

의 밀도는 가장 높으나 그 크기가 줄어들었음을 볼 수 

있다. 반면 Casting plate의 온도가 17°C (Fig. 2. c)에서

는 표면의 기공 밀도가 급격히 낮아지고 표면 기공이 

생성되다 고분자로 덮이는 양상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단면의 구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판단된다. Fig. 2. a에서는 표면 바로 아래 존재하는 

최소기공층의 두께가 비교적 두꺼우면서도 기공 크기

가 균일해 보이는 두꺼운 층이 확인되는 반면 Fig. 2. b

의 경우 표면층에 최소기공층이 형성되고 그 하부에 기

공의 크기가 크고 porous한 영역이 생성되었다가 기공

층이 형성된 후 다시 기공의 크기가 작아지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반면 Fig. 2. c의 경우 Fig. 2. a, b와는 비

교할 수 없이 작은 기공이 형성됨을 볼 수 있었다. 

동일한 조성과 제조 방법에서 casting plate의 냉각을 

통하여 다양한 morphology의 PSF 멤브레인을 얻을 수 

있었다. DMF 용매의 경우 물과 혼화성이 좋은 용매로 

casting 용액의 표면은 공기 중의 수분을 잘 흡착하며 

인산의 첨가 시 수분 흡착은 가속되어 표면층의 상을 

균일한 용액상태로부터 혼탁한 준안정상태로 보내준다. 

준안정상태를 형성시킨 후 응고조에 침지될 경우 용매 

영역과 고분자 영역의 구분이 되어진 상태에서 고형화

가 일어나기 때문에 균일한 용액상에서 침지될 경우와

는 상전이 양태가 크게 다르게 나타난다. Casting plate

의 냉각 효과는 고분자 용액 자체의 온도 변화에 따른 

흡착 속도의 변화와 응고조 내에서의 고분자용액의 용

매-비용매 치환 속도 둘 다 영향을 줄 수 있다. Casting 

용액의 온도에 영향을 크게 주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되

는 Fig. 2. (c)에서는 응고조에 입수되기 전 casting 

plate에서 dense한 표면 구조가 결정되어진 상태에서 

NIPS 공정이 진행된 것으로 추측되며, Casting 용액의 

온도에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Fig. 2. a, b에

서는 casting plate에서 준안정 상태로 진행되는 중 NIPS 

공정이 진행되어 비교적 작으면서도 균일한 기공 구조를 

가지는 멤브레인을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용매를 NMP로 교체하였을 때의 형성된 PSF 멤브레

인의 표면 및 단면 구조 사진을 Fig. 3에 제시하였다. 

표면층의 수분 흡착 촉매인 인산 함량(0.5 wt%)과 cast-

ing plate의 냉각 온도(각각 5, 10, 17°C) 및 접촉 시간

(12초)은 DMF 용매와 비교하기 위하여 동일한 조건에

서 VIPS-NIPS 연속 공정을 실시하였다. NMP 용매를 

사용하여 제막한 멤브레인의 가장 큰 특징은 DMF에 

비해 표면 기공 크기의 향상, porosity의 향상 및 표면

에 형성되는 최소기공층의 두께 감소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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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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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ss-section

(a)

  

(b)

  

(c)

Fig. 3. Surface and cross-section images of PSF membrane; (a) NP05-05-12, (b) NP05-10-12 and (c) NP05-17-12 (continued).

Table 3의 용매의 solubility parameter 값에서 볼 수 있

듯 NMP 용매의 경우 solubility parameter  뿐만 아니

라 특히 극성 효과(polar component) , 수소결합 효과

(hydrogen bonding component)   값에서 DMF에 비해 

물과 차이가 크기 때문에 물과의 혼화성이 많이 떨어진

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인산을 첨가하였으나 D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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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ross-section and surface images of NP10-05-12 

membrane.

용매에서와는 달리 casting plate 접촉 시간 12초로는 

충분히 용액의 표면의 혼탁도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응고조로 침지되는 공정이 실시될 수밖에 없었다. 

Fig. 3 (a-c)의 표면 구조에서는 DMF에서와 같은 아

주 큰 변화를 찾아볼 수는 없었다. Fig. 3 (c)만이 표면

의 기공 크기가 약간 커졌을 뿐 밀도나 기공크기에서 

큰 변화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는 NMP 

용액 표면층의 수분 흡착이 DMF에 비해 크게 느려 

casting plate의 온도 차이로 그 흡착량이 크게 달라지

지 않았을 것이란 추측이 유력해 보인다. 표면층의 준

안정 상태의 용액 조성이 비슷하다면 멤브레인의 내부 

구조는 용매-비용매의 치환 속도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

다. Fig. 3 (a)는 casting plate의 온도 5°C의 casting 

plate에서 제막된 PSF 멤브레인의 사진이다. 표면으로

부터 약 20 µm 깊이까지 최소기공층을 형성하였으며 

최소기공층 바로 아래에 porosity가 큰 영역을 보인 후 

다시 기공의 크기가 줄어들었다가 하층부로 갈수록 커

지는 구조를 보인다. Casting plate의 온도 10°C의 냉각 

효과를 주었을 때의 PSF 멤브레인(Fig. 3 (b))의 단면 

구조 역시 Fig. 3 (a)와 유사한 구조를 보이나 자세히 

살펴보면 표면 가까이에 형성되는 최소기공층의 두께

가 5~10 µm 깊이로 줄어들고 최소기공층 바로 아래에 

porosity가 큰 영역이 Fig. 3 (c)에 비해 훨씬 많이 성장

함을 보여준다. 온도 17°C의 casting plate에서 제막된 

PSF 멤브레인은 상기 두 멤브레인과는 다른 특성을 보

인다(Fig. 3 (c)). 이 경우 Fig. 3 (a), (b)에서 보이던 표

면층에서의 최소기공층은 사라지고 그 하층부에 있던 

porosity가 큰 영역이 표면까지 올라와서 표면층을 형성

하는 특징을 보인다. 즉 최소기공층이 표면으로부터 약 

15~35 µm의 깊이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여준다. 표면

의 준안정 상태 형성 정도가 비슷한 상태에서 냉각판과 

접촉된 하층부의 냉각 효과가 컸던 Fig. 3 (a)의 경우 

표면에서의 치환 속도가 Fig. 3 (b), (c)에 비해 느렸을 

것이며 그 결과 표면층에서의 수분 흡착이 지연되어 응

고가 느리게 진행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응고 속도와 

고분자 성장과의 관계는 인산 첨가제 함량을 증가시킨 

경우 더 잘 발현되었기에 이에 관한 해석을 다음 3-2절

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3.2. 인산 첨가제 효과 

Fig. 4에 NMP 용매를 사용하여 1.0 wt%의 인산을 

첨가제로 하여 5°C의 casting plate 상에서 12초간 접촉

시킨 멤브레인의 구조를 제시하였다. 인산 첨가제의 증

량에도 불구하고 표면의 구조에는 0.5 wt%의 인산 첨

가 실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단면 사진

에서는 최소기공층의 크기가 0.5 wt%의 인산 첨가 실

험 결과에 비해 아주 많이 커진 것을 볼 수 있었다. 0.5 

wt%의 인산을 첨가제로 하여 5°C의 casting plate 상에

서 12초간 접촉시킨 Fig. 3 (c)에서는 표면층 바로 아래 

최소기공층이 조밀하게 나타나는 반면 동일한 공정 조

건에서 인산 함량만 1.0 wt%로 증량하여 얻은 PSF 멤

브레인의 Fig. 4의 단면 사진에서는 전체적으로 PSF 고

분자의 성장이 두껍고 크게 발달한 결과를 보인다. 이

는 상 전이 과정 중 용매-비용매 치환에 따른 응고 양

상이 멤브레인 내부에서 supersaturation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Supersaturation을 통하여 응고

핵의 생성되는 속도 ()과 응고된 고분자가 성장하는 

속도 ()를 아래 식 (3)과 (4)에 제시하였다. 


        (3)


        (4)



      (5)

여기서 과 는 각각 응고핵의 생성 비례상수와 응

고핵의 성장 속도 상수를 의미하며 는 상 전이가 일

어나기 전의 casting 용액 내의 고분자의 농도, 는 고

분자 응고 시 조성에서의 용액 내 고분자의 평형 용해

도를 의미한다. 은 응고핵의 생성 실험상수값이며 과

포화 상태에서는 약 4의 값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은 과포화도비(supersaturation ratio)이다.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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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5. Cross-section and surface images of PSF membrane; (a) NP05-05-24 and (c) NP10-05-24.

casting 용액의 최초 농도이므로 상수값을 가지나 는 

용매-비용매 치환에 따라 시간에 따른 조성이 달라진

다. 이때 DMF와 같이 물과의 혼화성이 좋은 용매의 경

우 빠른 시간 내 용액 내 물의 조성이 올라가게 되며 

그 결과 고분자의 농도가 급격히 낮아진다. 반면 NMP

와 같이 혼화성이 떨어지는 용액의 경우 물이 casting 

용액 내부로 침투하여도 물과 NMP의 섞임 현상이 지

연되게 되며 그 결과 용액 내 고분자의 응고는 물의 침

투 속도에 의해 지연되게 된다. 즉 응고가 일어나는 순

간과 영역에서의   값은 DMF의 값이 NMP의 값에 비

해 상대적으로 작은 값이 예상된다. 


 값은 커지게 되

며 고분자의 성장보다는 응고핵의 생성 속도가 고분자 

성장 속도를 크게 앞지른다. 물과 직접 접촉하는 표면

층이나 물과 혼화도가 높은 DMF의 최소기공층이 작은 

고분자 입자가 적층 상태를 이루어 작은 기공을 형성하

는 원리이다. 반면   값이 커지면 


 값이 작아지게 되

며 고분자의 성장 속도가 응고핵 속도를 앞지르게 된

다. 최소기공층 하부의 고분자 응고 구조가 표면층과 

달리 성장한 구조를 가지는 것은 최소기공층을 지나온 

물의 유입 속도가 느려졌고 지나오는 과정에서 용매인 

DMF나 NMP가 혼합된 상태로 유입되기 때문에 순수

한 물과 접촉한 용액의   값에 비해 큰 값을 가지기 때

문이다.

인산 첨가제 증량은 이러한 현상을 더 잘 보여주는 

결과를 보여준다. 순수한 NMP 용매는 물과의 혼화성

이 떨어지는 용매이며 인산의 첨가를 통하여 혼합 용액

의 물에 대한 혼화도를 향상 시킬 수 있다. 그 결과 

DMF 용매처럼 빠른 흡착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표면

층에서 형성되는 준안정상태에서의 수분 흡착을 도와

주게 되며 이때 흡착이 일어나는 정도에 따라 NIPS 공

정 중 표면에 template pore를 형성하게 된다. 

0.5 wt%의 인산 첨가를 통하여 얻은 PSF 멤브레인

의 표면 구조(Fig. 3 (c))와 1.0 wt%의 인산 첨가를 통

하여 얻은 PSF 멤브레인의 표면 구조는 그 크기나 기

공 밀도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는 template pore를 형성

한다. 이는 VIPS 공정에서 공급되는 수분은 물이 직접 

접촉하는 것이 아니라 공기 중의 수분의 흡착에 의해 

일어나며 물과의 혼화성이 떨어지는 NMP 용매의 경우 

그 양이 충분치 않아 표면의 template pore 구조에는 큰 

영향을 보이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반면, 표면층 단면구조를 비교할 때는 양상이 달라진

다. Template pore를 통하여 형성된 표면층의 두께가 

Fig. 3 (c)의 경우 아주 얇은 반면 Fig. 4의 경우 두껍게 

형성되어 있다. 인산 첨가량이 두 배인 공정에서 공급

되는 수분의 흡착량이 증가하게 되고 그 결과 표면층의 

template pore를 두껍고 견고하게 형성하여 응고조에 

입수하였을 때 표면층 아래로 한꺼번에 많은 순수한 물

이 통과하여 빠른 응고에 의한 최소기공층이 형성되는 

것을 방해한다. 즉 표면층 자체가 비교적 큰 기공크기

를 가지는 최소기공층이 되어 NIPS 공정에서 한꺼번에 

많은 물이 용액 내부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지연시킨다

고 할 수 있다. 표면 아래의 최소기공층의 부재는 상 

전이 시 발생하는 물-NMP 혼합 용액 상태로 하층부로 

평형을 이루며 확산되어 상대적으로 SR 값이 작아져 고

분자 성장이 촉진되는 것으로 추측된다. 반면, Fig. 3 

(c)은 표면층이 형성된 후, 그 pore를 통하여 물이 침투

하여 최소기공층이 형성되고, 다시 최소기공층을 통과

한 물이 침투하여 하층부의 기공이 형성되는 과정을 단

계적으로 거쳤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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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냉각 시간 효과 

Fig. 5 (a)는 cooling plate 접촉 시간에 따른 구조 변

화를 제시하였다. Fig. 5 (a)는 NMP 용매에 0.5 wt%의 

인산을 첨가한 용액을 5°C의 casting plate 상에서 24초 

간 접촉시킨 후 물에 침지하여 얻은 PSF 멤브레인이다. 

Fig. 3 (a)의 멤브레인과 용액 조성, 냉각판 온도 등이 

동일하며 냉각 시간만 두 배 연장하였다. 긴 냉각 시간

은 용액의 냉각 효과 뿐만 아니라 template pore가 형성

되는 준안정상태 진행 시간도 늘어나 표면층에 견고하

면서 큰 기공의 형성이 잘 일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

다. 표면 기공의 크기, 표면층 하부의 최소기공층 발현, 

하층부의 비대칭성이 모두 향상되었음을 볼 수 있다. 

긴 수분 접촉 시간을 통한 용액 상태에서의 template 

pore의 성장도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충분한 냉각을 통

한 단면 하층부의 용매-비용매 치환 속도를 늦추어줌으

로써 고분자의 성장도 Fig. 3 (a)의 멤브레인에 비해 크

게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었다. 

NMP 용매에 1.0 wt%의 인산을 첨가한 용액을 5°C

의 casting plate 상에서 24초 간 접촉시킨 후 물에 침지

하여 얻은 PSF 멤브레인(Fig. 5 (b))의 경우 Fig. 4와 

유사한 구조를 보이나 하층부 고분자 성장이 월등히 많

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표면층엔 두껍고 큰 template 

pore를 표면에 형성하였으며 하층부에는 수십 µm 크기

로 보이는 거대 기공과 큰 porosity를 보인다. 고분자 

용액의 상전이 현상 자체가 온도, 압력, 조성의 물리적 

인자에 의해 결정되어지나 이 경우 용액 내부로 들어가

는 물의 확산이 표면 수분 흡수를 통해 이루어지는 

template pore의 구조와 용액 내부로 들어가는 물의 온

도, 그리고 casting plate 냉각 효과에 의한 용매-비용매 

치환 속도 저하가 거대 기공을 형성할 수 있게 한 것으

로 판단된다. 

3.4. 공기 투과  순수 투과 분석

멤브레인 성능을 평가하는데 있어 가장 정확한 방법

은 물질을 직접 투과시켜 나오는 투과량을 측정하는 것

이다. 공기 투과를 통한 멤브레인의 morphology 분석은 

압력 변화에 따른 공기 투과량 측정을 이용한 멤브레인

의 mean pore size, pore size distribution 그리고 poros-

ity 값을 알아낼 수 있다. 먼저 멤브레인 샘플을 완전히 

건조한 후 Microflow Porometer에 장착하고 압력을 서

서히 변화시켜 미세하게 변화된 압력에서의 공기 투과

량을 측정하였다. 표면장력(Υ, 15.9 dyne/cm)을 알고 있

는 wetting solvent (Galwick solution, Porous Material 

Inc.)에 멤브레인을 적신 후 압력을 변화시켰을 때의 공

기 투과량을 측정하였다. 압력을 미세하게 증가시켜 기

공이 터지는 시점에서의 압력을 측정함으로서 bubble 

point pressure를 얻었다. 표면장력과 접촉각에 대한 측

정 값을 가지고 있는 wetting solvent를 사용하여 Cantor 

equation에 적용하면 각 압력에서의 pore size 계산이 

가능하다. 결정된 각 pore size에서의 Hagen-Poiseuille 

equation에 대입하여 pore의 분포량을 계산하였다. Figs. 

6-8에 pore size distribution을 제시하였다. Fig. 6에서 

볼 수 있듯 DMF 용매의 경우 0.2 µm 내외의 아주 작

은 기공이 주로 형성되어지며 casting plate의 온도가 

낮아질수록 기공 분포도는 좁아지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상온 조건의 casting plate에 접촉된 Fig. 6 (c)의 

경우 0.1 µm 부근의 기공도 형성됨을 보여주는데 이는 

멤브레인 내부의 고분자 응결이라기 보다는 표면의 

template pore의 숫자가 아주 적으며 하층부에서도 표

면만큼 dense한 상태의 기공층이 형성되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Figs. 7, 8의 용매의 경우 최소기공층의 기공 

크기가 각각 0.4~0.5 µm 부근의 기공 크기 분포를 가

지는데 이는 NMP의 물과의 친화도가 떨어지는 이유로 

고분자 응결 속도보다 성장 속도가 빨랐을 것이란 결과

와 일치한다. 즉 표면층의 template pore의 영향으로 물

의 침투 속도가 느려지고 그 결과 최소기공층의 상 전

이 속도가 느려져 전체적으로 큰 기공 분포를 갖게 하

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Table 3의 공기투과도, po-

rosity에서도 역시 mean pore size와 거의 유사한 경향

성을 보여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멤브레인의 두

께는 DMF 용매계에 비해 NMP 용매계의 두께가 훨씬 

두꺼운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DMF 용매계의 porosity

가 NMP 용매계의 값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며 작은 

값을 가지며 동일한 고분자 밀도라면 기공이 차지하는 

부피가 두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반면 

NMP 용매계 내에서 두께와 공정 간의 특별한 관련성

을 찾기는 어려웠다. 유사한 porosity 값임에도 불구하

고 두께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SEM 사진에서 볼 수 있

었듯 하층부의 고분자 성장이 가는 조직으로 성장하는 

형태가 있는가 하면 두껍고 고밀도의 조직으로 성장하

는 서로 다른 양태를 보이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Fig. 9에는 각 멤브레인의 최소기공층 평균 기공 크기

에 따른 1 bar에서의 순수 투과량을 plotting하여 제시하

였다. a-c는 DMF 용액계, d-f와 h는 인산 첨가량이 0.5 



정보람⋅김노원

멤브레인, 제 24 권 제 1 호, 2014

60

(a) (b) (c)

Fig. 6. Pore size distributions of PSF membrane; (a) DP05-05-12, (b) DP05-10-12 and (c) DP05-17-12.

(a) (b) (c)

Fig. 7. Pore size distributions of PSF membrane; (a) NP05-05-12, (b) NP05-10-12 and (c) NP05-17-12. 

(a) (b) (c)

Fig. 8. Pore size distributions of PSF membrane; (a) NP05-05-12, (b) NP05-10-12 and (c) NP05-17-12. 

wt%인 NMF 용액계, g와 i는 인산 첨가량이 1.0 wt%인 

NMF 용액계에서 casting plate 접촉 시간을 달리하여 

얻은 결과들이다. a-c와 d-f의 비교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DMF, NMP처럼 용액계의 선택에 따라 평균

기공과 유량이 명확히 차이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는 intrinsic property로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반

면 인산과 같이 물과도 잘 섞이고 고분자 용매와도 잘 

섞이면서 고분자 용매의 극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첨가

제의 경우 미량 사용만으로도 최소기공층 평균 기공 크

기와 투과량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극성 조절을 위하여 인산을 첨가한 고

분자 용액에 관하여 용매-비용매 치환 상 전이 공정을 

적용함에 있어, VIPS-NIPS 연속 공정을 적용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DMF 용매계에 비하여 NMP 용매계에서 치환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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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Mean pore size profiles of PSF membrane on water 

flux; DP05-05-12(a), DP05-10-12(b), DP05-17-12(c), NP05- 

05-12(d), NP05-10-12(e), NP05-17-12(f), NP10-05-12(g), 

NP05-05-24 (h) and NP10-05-24(i).

도의 조절이 template pore의 형성, 표면구조, 최소기공

층의 변화가 훨씬 크게 나타남을 볼 수 있었다. 

2) 인산의 첨가에 따른 멤브레인 구조 변화에서 나타

나는 특징으로 template pore에 의해 형성된 표면층－

최소 기공 활성층－거대 기공 하부층의 구조가 뚜렷이 

구분되어짐을 볼 수 있었다. 

3) NMP 용매계에서 Casting plate 냉각공정은 멤브

레인 단면 내부의 용매-비용매 치환 속도의 조절이 용

이하게 하여 냉각 온도, 접촉 시간에 따라 최소기공 활

성층의 평균 기공크기, 공극률, 수투과량 등의 조절이 

가능함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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