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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내용 없음.

명세서

[발명의 명칭]

복합막과 이들의 제조방법 및 용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가스와 같은 유체의 분리를 위한 투과성 막의 신규한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더욱 상세
하게, 본 발명은 향상된 투과 및 선택 능력을 갖는 복합투과성 유공섬유막의 제조에 관한 것이다.

액체  또는  가스와  같은  유체혼합물중의  한  성분을  선택적으로  투과할  수  있는  투과성막들은,  원하는 
유체  분리를  달성하기  위한  적절하고  잠재적으로는  아주  유용한  수단으로  이  분야에서는  여겨진다. 
실제  상업적  조작을  위하여,  투과성막들은  공급물흐름에  함유된  가스  또는  액체의  분리를 허용가능
한  수준의  선택성으로  달성할  수  있어야  하는  동시에  바람직할만큼  높은  생산성의  유체분리를 달성
할 수 있어야 한다.

각종  유형의  투과성막들이  다양한  가스분리조작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분야에  제의되어  왔다. 이와같
은  막들은  (1)  등방성형  (2)  비대칭형  또는  (3)  복합형으로  일반적으로  분류될  수  있다.  등방성형 
및  비대칭형막들은  가스혼합물중의  원하는  성분을  선택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단일투과성  막재료로 
본질상  구성된다.  등방성형막은  이것의  두께를  통해서는  동일한  도를  갖는다.  일반적으로는 이와
같은  막들은  막의  두께가  비교적  두껍기  때문에  낮은  투과성,  즉  낮은  투과유동의  결점을  안고 
있다. 비대칭형막들은 막구조내의 두개의 분명한 형태학적 영역들이 존재한다는 것에 의해 
식별된다.  이러한  영역들중의  하나는  가스혼합물중의  한  성분을  선택적으로  투과할  수  있고 조 하
고  반투과성의  표피를  포함한다.  다른  한  영역은  덜  조 하고  다공성인  비선택력  지지영역을 포함하
는데, 이 영역은 막의 얇은 표피영역이 압력하에 붕괴되는 것을 막기위한 것에 목적이 있다. 

일반적으로 복합막은 다공성기재상에 놓여진 적당한 투과성막 재료의 얇은 층 또는 피복을 
포함한다.  복합막의  분리특성을  결정하는  박막분리층은  유리하게도  매우  얇으므로  바람직할만큼 높
은 투과성을 제공한다. 기재는 이것 위에 위치한 박막층을 위한 지지체로서의 역할을 한다. 

투과성막의  이점들에  대한  인식이  당업계에  점점  더  증가됨에  따라,  이와같은  막들의  실행요건들도 
마찬가지로  증가하게  되었다.  따라서,  당업계는  유공  섬유(hollow  filter)  또는  기타  투과성막 구조
의  분리성  또는  선택  특성을  떨어뜨림이  없이  바람직한  투과성을  갖는  매우  얇은  막들을  모색하고 
있다.  따라서,  투과성과  선택성의  더유용한  조합이  각종  상업적  가스분리에  관련하여  달성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다공성  기재상에  박막  분리층을  적층하기  위해  이용된  방법을  발전시켜  개선하고, 
다공성 기재상에서 박막 분리층의 균일성을 증진시키는 것이 요구된다.

상기에  가리킨  바와같이,  동방성형  막들은  이와같은  요건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는 부적
당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비대칭형  막들은  이와같은  실제  가스분리적용을  위해  개발될수는  있지만, 
특정의 가스분리 적용을 위해 이들이 쉽게 최적화될 수  있게 하는 고유의 융통성을 갖지 못한다. 특
정의  비대칭형  막재료의  얇고  조 하고  반투과성의  층은  투과성의  증가를  위해  더얇게  만들어질수는 
있지만,  이와같은  재료의  선택  특성은,  특정의  처리방법에  의해  변형된  것이  아니라면,  특정의 적용

10-1

94-006394



시에 처리되는 가스성분들의 분리에 관한것보다 더 불충분할 것이다.

Loeb의  미국특허  제3,133,132호에  설명되어  있는  이와같은  비대칭형  막의  얇은  표피는  완전하지 못
할  뿐만아니라  다수의  결함들을  내포한다고  밝혀진다.  잔류공극,  미세한  핀호울들의  형태로 이와같
은  결함들은  비교적  큰  크기의  오프닝을  포함하는데,  이  오프닝을  통해서,  이와같은  재료막에 통과
한  공급가스가  우선적으로  흐르게  된다.  그래서,  투과막재료와  공급가스의  상호작용에  원인이  있는 
상당히  감소된  양의  가스분리가,  막구조내의  이와같은  결합의  존재때문에  일어날  것이다.  비대칭형 
폴리술폰  유공섬유들의  경우에  있어서,  이와같은  결함들은  약  1의  선택성을  가져온다.  반면에, 결함
이 없는 폴리술폰 유공섬유일 경우에는 선택성은 약 6 이다. 이같은 문제에 대해 제안된 
해결책으로,  Henis등의  미국특허  제4,230,463호는  분리막재료의  고유분리인자  보다더  작은 고유분리
인자를  갖는  피복재료  비대칭형  막을  피복하는  것을  발표했다.  이  Henis등에  의해  사용된 피복과정
은 미국특허 제4,230,463호의  칼럼 51  및  52에서 (표  XVI)에  기재되어 있다.  그  과정은 다공성 유공
섬유막을  용매로  희석  또는  비희석된  액체  피복재에  침적시키고,  과량의  액체  피복재  방울을 떨어뜨
리는  것을  포함하는데,  용매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증발시킨다.  이러한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약 2
의  선택성을  갖는  실리콘은  폴리술폰  유공섬유  상에  피복되어  상기에  제시된  1  내지  1.5의  선택성을 
2  내지  6으로  보통은  6에  가깝게  증가시킨다.  이러한  실리콘/폴리술폰  복합체의  아래에  정의된 바와
같은  투과성은  비교적  낮다.(즉,  약  0.2  또는  그  이하)  이와같이  투과성이  낮으므로,  높은 유동조작
에  대한  당업계에서의  증가하는  요구에  비추어막을  더  얇게  하는  것이  요구된다.  즉,  더  얇고 조
한  표피가  요구된다.  그렇지만,  막을  더  얇게하게  되면,  허용가능한  실행을  달성하기  위해  보수를 
요하는 결함들의 수가 증가된다. 

이와같은  연구방법을  개선하기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상업적인  조작을  위한 선
택력과  투과성의  바람직한  조합을  제공하기  위해서  기타의  연구방법에  대한  바램이  당업계에 남아있
다.  이런  이유때문에,  원하는  가스분리를  위해  특별히선택된  막재료를  이용하는  복합막들은, 선택력
과  투과성의  바람직한  조합의  달성을  위해,  상업적으로  중요한  특정의  가스분리에  관련하여 가장높
은  기대를  갖게  한다.  당업계에  요구된  성능  요건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합막들은  매우  얇은 막의
층들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원하는  가스분리  조작을  위한  최적  이점을  분리층-기재  구조를 포
함하여야한다.  상업적으로  중요한  용도중의  하나는  가스분리인데,  여기서  특히  막재료는  산소부화 
투과가스로서의  회수를  위해  산소를  선택적으로  투과하며  질소부화흐름은  비투과가스로  회수된다. 
그러므로,  공기분리와,  암모니아  정화가스로부터  수소의  회수,  정련가스  흐름으로부터  수소의 회수
와  같은  기타  바람직한  가스분리,  그리고  3차오일  회수와  같은  다수의  조작에  있어서  이산화탄소와 
메탄분리와 같은, 조작을 위해 특히 적당한 복합형 막을 개발하기위한 필요성 및 바램이 있다. 

다양한  재료  및  형태의  다수의  투과성  막들은  이와같은  분리를  수행하기  위해서  당업계에  제의되어 
왔다.  복합막들이  제안되어  왔는데,  적당한  반투과성  막재료의  박막층은  비교적  다공성인  기재상에 
놓여진다.  유리하게,  분리층은  상기에  언급된  바람직한  만큼의  높은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매우 
얇다.  기재는 이 위에 놓여진 약하고 매우 얇은 투과성 막 층 또는 피복을 위한 지지체로 제공된다. 
이와같은  복합막  구조는  Salemme등의  미국특허  제4,155,793호  및  Klass등의  미국특허 제3,616,607호
에 발표되어 있지만, 본 발명의 방법에 의한 복합막의 구조와는 다르다. 

액체  및  가스와  같은  유체의  분리공정을  위한  막들은  막  층  또는  분리층에서  고도의  완전함을  갖는 
막들을 필요로 함을 알수 있다. 가스분리공정, 과증기화(pervaporization), 퍼스트럭션
(perstruction)  등에  있어서,  최상의  결과는  막  층에  어떠한  잔류공극  또는  기타의  불완전함이  없을 
경우에  얻어질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다른  한편으로,  바람직하게  높은  투과속도  및  이에따른 높
은  총괄  분리공정  생산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막  층은  가능한한  얇고  균일하게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이와같은  상황에  있어서,  형태학적  결함들의  존재는  잔류공급,  미세한  핀호울등의  형태로 막
성분들은  얇은  분리층에서  자주  발견된다.  이와같은  결함들은  방적(spinning),  주조,  피복,  경화  및 
막 모듀율 제조작업과 같은 다수의 대표적인 막 제조단계 동안에 막 시스템에 생겨날수 있다.

이와같은  결함의  문제를  해결하기위하여,  Browall의  미국특허  제3,980,456호는  입자상  불순물들에 
의해  생겨난  결함들을  가리기위하여  매우  얇은  막위에  제  2  의  시일링  피복을  발표했다.  이렇게 처
리된  복합구조는  복잡하며,  그리고  다공성  지지기재  상에  놓여진  매우  얇은  막의  사용은  투과가스의 
선택성  또는  유동에  있어서의  허용불가능한  감소없이는  원하는  선택성을  일반적으로  제공하지 못한
다.  뿐만아니라,  상기의  특허는  다공성  기재상에  박막  분리층을  피복하기  위한  본  발명의  방법을 발
표하지 않고 있다.

Ward등이  미국특허  제4,214,020호에는,  유공섬유묶음을  피복용액  내에  침적시키고  유공섬유의 외부
에서  내부로  압력을  가해  피복용액을  섬유내에  넣어서  유공섬유막  조립체의  외부표면을  피복하는 방
법이  발표되어  있다.  유공섬유의  외부표면  상에  연속적  층/피복을  형성하는  이  방법은,  Henis등의 
특허에  발표된  바와  같이  가스에  대해  크게  투과성이  있는  재표들의  피복용액으로,  일부의 잔류공극
을  갖는  비대칭형막을  피복하여  크게  투과성이  있는  가스분리막의  제조에  특히  유용하기는  하지만, 
본 발명의 방법과는 다르다. 

Ariska등의  미국특허  제4,127,625호에는  이중튜브  유형방적기의  외부튜브를  통해  섬유형성  수지의 
도우프를  수성응고배쓰내로  방적하여  유공섬유를  형성하고  동시에  방적기의  내부  튜브를  통해 수성
액체를  주입하여  유공섬유의  내부를  접촉시킴으로써  비대칭형  유공섬유를  제조하는  방법이  설명되어 
있다.  이어서  온수에  침척되고  건조된다.  이  특허  문헌은  미리  형성된  다공성의  유공  기재의 표면상
에 박막 분리층을 입히는 본 발명자들의 응고과정을 발표하지 않았다. 

Riley등의  미국특허  제4,243,701호에는  투과성  막형성  프리폴리머  및  고차결합제를  함유하는 할로겐
화된  탄화수소  용매의  용액을  통해  다공성  지지체를  통과시키고,  이  용액으로부터,  피복된 다공성지
지체를  회수한후  높여진  온도에서  프리폴리머를  교차결합하여  복합막을  형성함으로써,  다공성 지지
체의 표면상에 비다공성 투과성막의 박막을 형성하는 방법이 발표되어 있다. 

Coplan등의  미국특허  제4,467,001호에는  다섬조  필라멘트를  피복,  건조  및  경화하기위한  방법  및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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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가  발표되어  있다.  액체  피복물은  "U"자형  관내의  필라멘트에  가해지고  가스분위기에서  건조  및 
경화가  수행된다.  이  특허에는  기재상에  박막분리층을  형성하기  위한  응고제의사용에  관한  언급이 
없다. 

Kraus등의  유럽특허출원  175,668Al호에는  박막분리층으로  다공선  기재를  피복하기위한  방법이 발표
되어  있다.  이것은  다공성  기재를  용매로  함침하여  공극들은  메운후  즉시  중합체용액을  가하여 용매
함침  다공성  기재의  표면상에  박막분리층을  형성함으로써  달성된다.  다공성기재의  공극들에  있는 용
매는  중합체용액이  기재내의  공급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다.  이어서  복합막은  증발  건조되어  용매, 
합침용매 및 용액 용매가 제거된다. 

다음 문헌[J. Cabasso 및 A.P.Tamvakis의 논문, "Composite Hollow Fiber Membranes", J. 
App.Polym.Sci.,  23,  1509-1525(1979)]에는  복합유공섬유의  제조가  논의되어  있는데,  유공 폴리술폰
산섬유들은  묽은  폴리에틸렌이민용액으로  피복되고,  말려진후  m-톨루엔-2,4-디이소시안에이트  내로 
침적되고  약  10분간  공기  건조되고  100℃  내지  110℃에서  10분간  교차결합된다.  또한,  푸르푸릴 알
콜(4중량  %  수용액)을  황산(2중량  %)으로  중합한후  150℃에서  경화시켜  유공  풀리술폰섬유를 푸란수
지로 피복하는 것이 발표되어 있다. 이 문헌의 방법은 본 출원의 방법과 다른다. 

본  발명을  요약하면,  본  발명은  다공성  유공섬유기재를  피복재용액과  접촉시킨후  적층된  피복재를 
응고배쓰와  접촉시켜  유공섬유  복합막을  제조하는  방법,  이렇게  제조된  복합막  및  이들의  사용에 관
한 것이다.  이 방법은 유공섬유,  나선형으로 감은 형태 또는 기타 어떤 원하는 형태에 적용될 수 있
다. 

본  발명은  다공성  기재상에  박막분리층의  실제상  균일한  피복을  입히는  방법을  제공한다.  유체 혼합
물에  존재하는  성분들을  선택적으로  분리하기  위한  막재료들의  사용은  잘  알려져  있다.  이들은  액체 
조성물  또는  가스  조성물들을  위해  사용된다.  예를들면,  이들은  해양  또는  염분을  띤  수원으로부터 
음료수의  회수에서와  같은  소금물  용액으로부터  물의  분리  또는  공기중의  가스들의  선택적분리를 위
해  사용된다.  본  발명의  방법은  어떤  분리공정을  위해  유용한  반투과성  막들을  제조하기  위해서 이
용될  수  있다.  그렇지만  편의상,  유공섬유  반투과성  복합막들의  사용에  의해  가스성분들의  서로간의 
분리를 위해 사용된 재료들의 제조방법으로 기술될 것이다.

본  명세서는  다공성  유공섬유  기재상에  박막  분리층의  적용을  위한  방법에  관해서  충분히  설명한다. 
이들  발표를  통해서  가장  공통된  점은,  막  형성재료  용액이  다공성  유공섬유  기재의  표면에 가해진
후  처리된  복합체는  건조되어  용매가  제거되는  방법이다.  또다른  과정은  다공성  기체를 프리폴리머
용액내에  침적시키고,  침적된  복합체를  말리고  교차결합  조성물과  접촉시키고,  최종의  복합체를 높
혀진  온도로  가져가서  피복물을  경화시키는  것이다.  일부의  당면한  결함,  예컨데  적층의  공극, 핀호
울  및  불균일성  등을  해결하기  위한  시도에  있어서  많은  변화들이  이들  기본  과정에  기초하여 만들
어졌다. 기타의 과정들은 다수의 방법에 의한 유공섬유 번들(bundle)의 함침을 포함한다. 

본  발명에  따라,  유체분리에  적당한  반투과성  복합막을  제조하기  위해  다공성  기재의  표면을 피복하
는  방법이  제공된다.  이들  방법은  용매  및  형성재료의  묽은  용액으로  다공성  기재의  표면을 피복하
고,  피복된  다공성기재를  부분적으로  건조시킨후,  응고용액과  접촉시키고  복합막을  회수하는  것을 
포함한다. 여기서 응고용액은 막형성 재료에 대해서는 비용매이고 용액의 용매에 대해서는 
용매이다.

일반적으로  본  발명의  방법에  의해  제조된  복합막은  공급  및  핀호울이  본질상  없는  다공성  기재상에 
박막분리층,  또는  막형성  재료의  더  균일한  피복을  갖는다.  피복이  더  균일하기  때문에,  종래의 방
법들에  의해  여태까지  달성되었던  피복에  비해  상당히  평탄하고  얇아질  것이라고  생각된다.  종래의 
증발  피복법에  있어서,  피복된  재료의  표면은,  로울링  매도우(rolling  meadow)에서  보여지듯이, 올
라가고  내려간  부분들을  갖는  기복있는  표면인데,  이러한  표면은  피복물의  유체역학적상태로부터 그
리고  다공성  기재상에  피복재료  또는  교차결합제의  평탄하지  못한  피복으로부터  또는 건조단계동안
에  용매의  평탄하지  못한  증발로부터  야기된다고  믿어진다.  본  발명의  방법에  있어서,  막형성재료로 
피복되어진  다공성  기재는  응고배쓰를  통해  통과되므로,  다공성  기재상의  용매  함유  막형성재료와 
액체응고배쓰사이에  발생된  전단력은  막형성  재료의  표면을  평탄하게  할것이고,  존재할  수  있는 어
떠한  공급  또는  핀호울을  메워서  상기  언급된  종래  방법들에  의해  제조된  다수의  복합막에서 자주발
견된  결함들이  본질상  없는  더  균일하게  피복된  복합체를  제조한다.  그래서  처리된  후에는  그밖의 
처리를 필요로 하지않는다. 또한, 본 발명의 방법에 의해 더 얇은 피복을 얻는것도 종종 가능하다.

또한,  본  발명의 방법은 막형성 용액을 제조하기 위해 더  다양하고 많은 수의 용매들의 사용을 가능
하게  한다.  종래의  방법들에  있어서,  이들  용매들은  주위온도  또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높혀진 온도
에서  증발에  의해  이들이  제거되므로  반드시  순한  것이어야  했다.  그렇지만,  어느쪽의  온도  조건이 
사용되든,  다공성  기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낮아야  했다.  본  발명에  따른  방법에 
있어서의  온도는  용매가  응고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낮아야  했다.  본  발명에  따른 
방법에  있어서의  온도는  용매가  응고배쓰에서  제거되므로  중요한  인자는  아니며,  바람직하게  본 발
명의  방법은  주위온도에서  수행된다.  따라서,  그들의  제거가  다공성기재에  악영향을  미치는  이유로 
종래에  이용될수  없었던  용매들은  일반적으로  본  발명의  방법에는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
의  방법에  따른  이점은  건조시에  기재가  분해되는  이유로  종래에는  피복될수  없었던  일부의 다공성
기재들이 이제는 피복될수 있다는 것이다.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본  발명은  유공섬유  또는  폴리술폰  유공섬유  복합막에  관한  특정의  기준을 
정해놓고  본  명세서에  더욱더  설명된다.  그렇지만,  본  발명의  범위는  유공섬유  형태  내에서의 복합
막의  사용으로만  제한되지는  않음을  명시해둔다.  원하는  유체분리조작에  사용하기  위하여  본원에 설
명된  바와같이  제조된  어떤  복합막  조성을  이용하는  것은  본  발명의  범위에  속한다.  그밖에, 이와같
은  복합막  조성은  나선형으로  감은  형태,  판형시이트,  또는  기타의  원하는  형태들  뿐만아니라 상기
한 유공섬유 형태로 본 발명에  따라 제조될 수 있다. 

당업자는  다공성기재가  이들  형태중의  어떤  형태를  취하는지  그리고  이들의  제조를  위해  이용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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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방법  및  상업적인  이용성을  잘  알고  있다.  편의상,  유공섬유들이  논의될  것이다.  Ward등에 
의해  발표된  바와같이,  유공섬유들은  내부와  외부표면  사이에서  연장되어  있는  유체흐름을  위한 연
속적  통로들을  가지고  있다.  때때로,  공급들은  20,000암스트롱  이하의  평균  단면  직경을  갖고 있으
며  일부의  유공섬유들에  있어서는  단면  직경은  약  1,000  내지  5,000  암스트롱이다.  상기에  언급된 
특허출원에서  Henis등에  의해  발표된  바와같이,  유공섬유  재료가  분리의  중요부분을  담당하는 가스
분리를  위해  특히  유용한  유공섬유들의  평균공극단면  직경은  약  5  내지  200암스트롱이다.  종종, 유
공섬유의  전체  표면적대  전체  공극단면적의  비는  최소한  약  10  :  1  이다.  특히  분리의  중요한 부분
이  유공섬유재료에  의해  달성되는  막들에  있어서의  가스분리를  위한  막들을  위하여,  유공섬유의 전

체 표면적 대 전체 공극 단면적의 비는 최소한 약 10
3
 : 1 이며, 일부의 유공섬유들은 약 10

3
 : 1 내

지 10
8
 : 1 의 비율을 가질 것이다.

유리하게,  유공섬유의  벽은  이들의  취급을  위해  특별한  장치가  필요없게  충분히  두껍다.  때때로, 유
공섬유는  약  20  내지  1,000미크론의  바람직하게는  약  50  내지  1,000미크론의,  더  바람직하게는  약 
250  내지  1,000미크론의  외경  및  최소한  약  5미크론의  벽두께를  가질  것이다.  일부  유공섬유들에 있
어서의 벽두께는 약  200  또는  300미크론 이하일 수  있다.  특히 최소한 약  50미크론의 벽두께를 갖는 
유공섬유들을  사용하여,  유공섬유들을  통한  바람직한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유공섬유들은 실제
적인  공극용적을  가질수  있다.  이  공극들은  유공섬유재료가  없는,  유공섬유벽  내부의  영역이다. 따
라서,  공극들이  존재할  때,  유공섬유의  도는  유공섬유재료의  부피 도보다  작다.  때때로, 공극들
이  요구될때,  유공섬유의  공급  부피는  유공섬유의  표면  부피에  기초하여,  약  90%이하,  바람직하게는 
약 10  내지 80%,  어떤때는 약 20%  또는 30%  내지 70%이다.  유공섬유의 도는 그것의 두께를 통해서
는  본질상  같다.  즉  등방성이다.  유공섬유는  유공섬유의  벽을  통한  유체흐름에  대해  장벽  관계에 있
는  그것의  두께내에서  최소한  하나의  비교적  조 한  영역을  갖는다는  것에  의해  특징지워진다.  즉, 
유공섬유는  비등방성이다.  일반적으로,  비등방성  유공섬유들의  비교적  조 한  영역은  실제상 유공섬
유의 외부면에 있고, 그리고 바람직하게, 이비교적 조 한 영역과 피복이 접촉한다.

유공섬유를  통해  사용된  재료는  고체의  천연  또는  합성물질일  것이다.  유공섬유를  위한  재료의 선택
은  유공섬유의  내열성,  내용제성,  및/또는  기계적  강도  뿐만아니라  유공섬유가  사용될  예정된 분리
공정에  의해  제시된  기타의  이자  및  유공섬유가  당면하게될  조작  조건에  기초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예를들어  유공섬유  재표의  선택은  유공섬유  재료가  유체분리를  중요하게  달성하는가  또는 
아닌가에(이  경우에  유공섬유재료는  유용한  가스분리성을  갖는다),  또는  피복이  중요하게 달성하는
가  또는  아닌가에  기초를  둔다.  유공섬유는  가요성일  수  있거나  또는  실제상  결정일  수  있다. 유공
섬유를  위해  사용된  재료는  유공유리섬유,  세라믹섬유,  서어멧섬유,  소결금속섬유등이  제공되도록 
무기질일  수  있다.  중합체들일  경우에,  다공성  유공섬유가  제공되도록  어떤  적당한  방식으로 만들어
질  수  있는  부가  및  축합중합체  둘  모두가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무기재료(예,  충진제)와  혼합된 
유기중합체 또는 유기물이 유공섬유를 제조하기 위해 사용된다.

대표적인  중합체는  치환  또는  비치환된  중합체일수  있으며  폴리술폰  ; 아크릴로니트릴-스티렌공중합
체,  스티렌-부타디엔  공중합체  및  스티렌-비닐벤질할라이드  공중합체와  같은  스티렌  함유 공중합체
를  포함하여  폴리(스티렌)  ;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  셀룰로오스-아세테이트-부티레이트, 세룰로오
스  프로피온에이트,  에틸  셀룰로오스,  메틸  셀룰로오스,  니트로셀룰로오스  등과  같은  셀룰로오스 중
합체  ;  폴리카본에이트;  아릴  폴리아미드  및  아릴폴릴이미드를  포함하며,  폴리아미드  및  폴리이미드 
;  폴리에테프  ;  폴리(페닐렌  옥사이드)  및  폴리(크실렌  옥사이드)와  같은  폴리(아릴렌  옥사이드)  ; 
폴리(에스테르아미드-디이소시안에이트)  ;  폴리우레탄  ;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폴리(알킬 
메타크릴레이트),  폴리(알킬  아크릴레이트),  폴리(페닐렌  테레프탈레이트)  등과  같은 폴리에스테르
(폴리아크릴레이트포함)  ;  폴리설파이드  ;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부텐-1), 폴리(4-메
틸  펜텐-1),  폴리비닐,  예컨데  폴리(비닐  클로라이드),  폴리(비닐  플루오라이드),  폴리(비닐리덴 클
로라이드),  폴리(비닐리덴  플루오라이드),  폴리(비닐  알콜),  폴리(비닐  아세테이트)  및 폴리(프로피
온에이트)와  같은  폴리(비닐  에스테르),  폴리(비닐  피리딘),  폴리(비닐  피롤리돈),  폴리(비닐 에테
르),  폴리(비닐  케톤),  폴리(비닐  포르말)  및  폴리(비닐  부티랄)과  같은  폴리(비닐  알데히드), 폴리
(비닐  아미드),  폴리(비닐  아민),  폴리(비닐  우레탄),  폴리(비닐  우레아),  폴리(비닐  포스페이트), 
그리고  폴리(비닐  설페이트)와  같이  상기에  언급된  것들  이외의  알파-올레핀  불포화를  갖는 단량체
들로부터의  중합체  ;  폴리알킬;  폴리(벤조벤즈이미다졸)  ;  폴리히드라지드  ;  폴래옥사디아졸  ; 폴리
트리아졸  ;  폴리(벤즈이미다졸)  ;  폴리카보디이미드  ;  폴리포스파진  등  ;  그리고 파라-술포페닐메타
알릴에테르의  나트륨염-비닐  브로마이드-아크릴로니트릴의  삼중합체와  같은  상기로부터의 반복단위
체들을  함유하는  블록  삼중합체를  포함하여,  인터폴리머  ;  그리고  상기한  것들중의  어떤  것을 함유
하는 그라프트 및 블렌드로부터 선택될 것이다. 

치환된  중합체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치환체로는  불소,  염소  및  브롬과  같은  할로겐  ;  히드록실그룹 
; 저급알킬그룹 ; 저급알콕시그룹 ; 모노시클릭아릴 ; 저급아실그룹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다공성  기재상에  적층된  박막분리층  또는  막형성  재료는  적당한  용매중의  용액으로 가
해진다.  당업자는  많은  이와같은  재료들이  이용가능하다는  것과  일부의  유체혼합물에  대해  어떤것이 
선택력을  나타내고  어떤것이  선택력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와같은  것은  본  발명의 
방법이  합성막의  제조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본  발명에  대해서  결정적인  사항은  아니다.  Ward등의 
특허는  적당한  용액이  제조될  수  있을  정도까지  본  발명에  사용될수  있는  막-형성  유기합성물질의 
아주 포괄적인 설명을 담고 있다.

유용한  재료들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치환  또는  비치환될수  있는  중합체이다.  이와같은  재료로는 합
성고무  ;  천연고무  ;  비교적  고분자량  및/또는  고비등점  액체  ;  유기  프리폴리머  ; 폴리(실록산)(실
리콘  중합체)  ;  폴리실라잔  ;  폴리우레탄  ;  폴리(에피클로로히드린)  ;  폴리아민  ;  폴리이민  ; 폴리
아미드  ;  폴리(α-클로로아크릴로니트릴)  공중합체와  같은  아크릴로니트릴  함유  공중합체  ; 폴리에
스테르(폴리락탐  및  폴리아크릴레이트포함),  예컨데,  알킬그룹이   C1-C8 인  폴리(알킬  아크릴레이트) 

폴리세박에이트,  폴리숙신에이트,  그리고  알키드  수지  ;  셀룰로오스중합체  ;  폴리술폰,  특히 지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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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유  폴리술폰  ;  폴리(에틸렌글리콜),  폴리(프로필렌그리콜)  등과  같은  폴리(알킬렌  글리콜), 폴리
(알킬렌)  폴리설페이트  ;  폴리피롤리돈  ;  폴리(올레핀),  예컨데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
리(부타디엔),  폴리(2,3-디클로로부타디엔),  폴리(이소프렌),  폴리(클로로포렌),  폴리(스티렌) 공중
합체를  포함하여  폴리(스티렌),  예컨데,  스티렌-부타디엔  공중합체,  폴리비닐  알콜,  폴리(비닐 알데
히드)(예,  폴리(비닐  포르말)  및  폴리(비닐  부티랄),  폴리(비닐  케톤)(예,  폴리(메틸  비닐  케톤), 
폴리(비닐  에스테르)(예,  폴리(비닐  벤조에이트),  폴리(비닐  할라이드),(예, 폴리(비닐브로마이
드)),  폴리(비닐리덴  할라이드),  폴리(비닐리덴  카본에이트),  폴리(N-비닐  말레이미드)등과  같은 폴
리비닐과  같은,  α-올레핀  불포화를  갖는  단량체들로부터의  중합체  ;  폴리(1,5-시클로옥타디엔)  ; 
폴리(메틸  이소프로페닐  케톤)  ;  불화된  에틸렌  공중합체  ;  폴리(아틸렌  옥사이드),  예컨데 폴리(크
실렌  옥사이드);  폴리카본에이트  ;  폴리포스페이트,  예컨데  폴리(에틸렌  메틸  포스페이트)등  ; 상기
로부터의  반복  단위체들을  함유하는  블록  인터폴리머를  포함하는  어떤  인터폴리머  ;  상기한 것들중
의 어떤것을 함유하는 그라프트 및 블렌드 ; 그리고 상기 언급된 중합체들의 단량체들이 있다. 

부가적인  유용한  재료로는  폴리(실록산)이  있다.  대표적인  폴리(실록산)은  지방족  또는  방향족 부분
들을  포함할  수  있고, C1-C20 의  반복단위체들을  종종  갖는다.  폴  리(실록산)의  분자량은  매우  폭넓게 

다양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최소한  약  1,000이다.  종종,  폴리(실록산)은  유공섬유막에  적용될 
때,  약  1,000  내지  300,000의  분자량을  갖는다.  보통의  지방족  및  방향족  폴리(실록산)으로는 폴리
(일치환  및  이치환된  실록산)이  있는데,  예를들어  여기서의  치환제는  저급지방족,  예컨데 저급알킬
(시클로알킬,  특히  메틸,  에틸  및  프로필  포함),  저급  알콕시,  아릴(페닐렌,  나프탈렌  등을 포함하
는 한고리 또는 두고리 아릴 포함),  저급 한고리 및 두고리 아릴옥시 ;  아실(저급 지방족 및 저급방
향족 아실 포함)등이다.  지방족 및  방향족 치환제는 예컨데,  불소,  염소 및  브롬과 같은 할로겐, 히
드록실그룹,  저급알킬그룹,  저급알콕시그룹,  저급아실그룹등으로  치환될  수  있다.  일부의 폴리(실록
산)은  원하는  만큼의  많은  접촉을  제공하도록  유공섬유,  예컨데  폴리술폰  유공섬유를  충분히  적시지 
못한다.  그렇지만,  폴리술폰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폴리(실록산)에  대한  용매내에 폴
리(실록산)을  용해  또는  분산시키게  되면  접촉을  얻는것이  조장될  수  있다.  적당한  용매로는  액체 
알칸,  에컨데,  펜탄,  시클로헥산등  ;  지방족  알콜,  예컨데  메탄올  ;  일부의  할로겐화된  알칸  및 할
로겐화된 디알킬 에테르 ; 디알킬 에테르등 ; 그리고 이들의 혼합물이 있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막형성  재료는  용액,  즉  막형성  용액으로부터  다공성기재의  표면에  가해진다. 
일반적으로  이것은  다공성기재를  용액에  통과시키거나  담금으로써  수행된다.  다공성  기재는 막형성
용액을  제조하는데  사용된  용매와  양립할  수  있는  액체로  미리  적셔지거나  또는  건조될수  있음을 명
시해  둔다.  막형성재료에  대한  어떤  적당한  용매  또는  용매들의  혼합물이  사용될수  있으며  당업자는 
특정의  막형성  재료에  대해서  적당한  용매를  잘  알고  있다.  용매는  막형성재료를  녹일수  있는 것이
고,  유기  또는  무기질일  수  있으며  균일용액을  제조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막형성재료의  용액을 
제조하기위해  사용된  용매는  막형성재료에  대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비용매와  막형성재료를  녹일 
수  있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용매를  혼합물일수도  있다.  이와같은  혼합물들이  일반적으로 바람직하
다.  단일  용매가  사용되는  또는  용매와  비용매의  혼합물이  사용되든,  중요한  것은  막형성용액이 본
질상  바람직하게  균일  또는  균질용액이라는  것이다.  이  용액은  충분히  낮은  점도를  가져서 다공성기
재상에  고른  피복재로  쉽게  적용될  수  있고  다공성  기재  표면을  적셔야  한다.  적층온도에서의 점도
는,  약  50pcs이상에서부터  다양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약  0.05  내지  약  10-20cps이다. 막형성용
액에서 막형성재료의 농도는 이용액의 중량에 기초하여 약 0.25 중량 % 내지 약 10중량 %이다.

용액을  제조하기위해  사용될  수  있는  재료들의  실례로는  지방족  및  방향족  탄화수소,  예컨데  벤젠, 
톨루엔,  펜탄,  헥산,  2-에틸헥산,  시클로펜탄,  메틸시클로펜탄,  시클로헥산  ;  알칸올,  예컨데 메탄
올,  에탄올,  프로판올,  부탄올,  시크로펜탄올,  시클로헥산올,  벤질알콜등  ;  케톤,  예컨데  아세톤, 
디메틸  케톤,  디에틸  케톤,  메틸에틸케톤  등  ;  산,  예컨데  아세트산,  프로피온산,  염산  등  ;  물  ; 
에스테르,  예컨데 에틸 아세테에트 등 ;  할로겐화된 알칸 및 디알킬 에테르 ;  디알킬 에테르 ; 그리
고  이들의  혼합물등이  있다.  일부의  경우에  있어서,  혼합물내에  상기한  재료들  중의  하나는  막형성 
재료에  대한  용매일수  있는  반면에  다른것은  비용매일  수  있고  ;  다른  경우에  있어서는  두  성분 모
두는 막형성재료를 위한 용매일 수 있다. 

다공성  기재에  피복을  입히기  위해  사용될  막형성용액에  대한  용매로서  특정재료의  적합성을 결정하
는데  사용될  수  있는  예비연구시험은  시험될  단  하나의  재료를  다공성  기재에  가하고  처리된  기재를 
응고배쓰에  통과시킴으로써  행하여질  수  있다.  적당한  재료는  기재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지
만,  그렇지  못한것은  부적당할  것이다.  이러한  시험을  사용하여,  요구된  온도가  특히  너무  높을 경
우에  가열이  아주  종종  해로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공성기재의  표면으로부터  용매물질을 제거
하기  위해  가열을  필요로  하는  종래의  방법에는  부적당했지만,  본  발명의  방법에는  사용될  수  있는 
물질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막형성  중합체  재료를  용해시키기위해  적당한  단지  용매일  경우 이들
은  응고배쓰에  의해  쉽게  제거될수  있으므로,  비휘발성용매,  예컨데  강한  광물성  산  또는  고비등 물
질의 선택이 가능하다. 

앞서  언급된  바와같이,  다공성  기재가  막형성재료의  용액으로  피복되어진  후에,  피복된  다공성 기재
는  결국  응고배쓰에  통과된다.  이  응고배쓰는  중합체  막형성재료의  용액을  제조하기  위해  사용된 용
매이지만  중합체  막형성재료는  응고배쓰  내에서  본질상  불용성이다.  이같은  응고현상은  당업자에게 
잘  알려진  것이다.  따라서,  용매가  막형성  재료를  용해시키기위해  사용되는  것을  알고나면  당업자는 
응고배쓰에  대해  적당한  응고제  용매를  선택하는  것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용매와 비
용매의  혼합물이  막형성재료의  용액을  제조하기  위해  사용될때,  응고배쓰는  동일한  비용매일  수 있
다.  따라서,  응고배쓰의  특별한  조성은  다양할  것인데,  특정의  조성물이  다공성기재에  가해지며, 이
것은 이같은 응고현상과 친 한 것들에 대해 명백한 사실이다.

아래에  설명은  본  발명의  방법을  수행하기  위한  한  수단을  예시한다.  이것은  단지  예시하기위한 것
으로서 다공성 유공섬유가 설명의 편의를 위해 이용되었음을 명시해 둔다.

약  0℃  또는  그  이하  내지  약  70℃  또는  그  이상의  온도에서,  바람직하게는  주위온도에서,  상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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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된  바와같이  제조된  막형성  재료의  용액에,  습윤  또는  미리  건조된  다공성  유공섬유를 통과시킴
으로써 과정이 시작된다.  다공성 기재 또는 피복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어떤 온도가 사용될 수 있
다.  섬유들은  막형성재료의  용액을  함유하는  용기의  바닥부로부터  적절한  다이수단을  통해  분리의 
섬유로서  하향하게  배출된다.  즉,  섬유들은  개별적인  섬유로서  배출되고  서로가  접촉해  있지  않다. 
이와같은  다이수단은  당업계에  잘  알려져  있는  것으로서  상업적으로  이용가능  하거나  또는  쉽게 제
작될 수 있다.  다이로부터 계속 하향하게 배출되는 분리된 섬유들은,  약 1  초  내지 약 80초간, 바람
직하게는  약  10  초  약  20초간  주위온도에서  공기에  통과됨으로써  건조  단계에  들어간다.  제품에 악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어떤  기타의  가스상  분위기가  사용될  수  있다.  이같은  건조기간의  정도는, 
주위온도 이상 또는 이하의 온도가 필요에 따라 사용될수 있기 때문에,  건조가 일어나는 온도 및 다
공성  기재를  피복하기  위해  사용된  특정의  시스템과  함께  다양할  것이다.  용매의  약간의  증발  또는 
건조가  일어나는  것은  중요하며  뿐만아니라  완전한  건조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도  중요하다. 임계
적  특징은  막형성용액으로부터의  일부의  잔류용액,  일반적으로는  약  10  내지  90중량  %,  가장 흔하게
는 약  30  내지 70  중량 %의  잔류용매가 피복된 다공성 기재에 보존되어 응고배쓰에 들어간다는 것이
다.  또한,  건조단계동안에  하향하게  움직이는  피복된  섬유들은  이들이  다이수단으로부터 배출된후부
터  응고배쓰에  통과되어진후  까지는  서로가  또는  어떤  다른  고체표면과  접촉상태에  있지  않는것은 
중요하다.

만일  그렇지  못하면  피복된  다공성  섬유상에  결함들이  형성될  수  있다.  간단한  건조단계에  이어서, 
개별적인  섬유들은  응고배쓰에  들어간다.  다시  이것은  주위  온도조건  이상  또는  이하,  예컨데  액 0
℃  이하  내지  약  75℃이상에  있을  것이지만,  주위온도가  바람직하다.  피복된  다공성  기재가  고체 표
면과  접촉을  이루기  이전에  다공성  기재의  표면상에서  막형성재료의  응고가  완결될  정도로 응고배쓰
는  충분한  크기를  갖는다.  이러한  응고와  동시에,  막형성용액에  존재하는  용매는  응고배쓰내로 용해
된다.  응고가  달성된후,  개개의  섬유들은  응고배쓰의  바닥부에  위치한  도르레둘레를  통과하고, 이들
의  방향을  역전시켜  배쓰를  올라가  배쓰를  떠난다.  이어서,  이들은  도르게  및  섬유분리기  수단을 통
해 배출되고 유공섬유 복합막은 습윤 또는 건조된 실감기 스푸울 상에 모여진다.

본  발명의  방법에  의해  제조된  복합막이  사용되는  유체분리기동안에  최대의  이점을  얻기  위하여, 다
공성  기재를  피복하기  위한  것으로  높은  선택력의  피복재를  이용하는  것이  보통  선호된다.  이들은 
높은  선택력을  갖고  있으며  많은것들이  다음  문헌[John  Wiley  ＆  Sons발행,  Polymer  handbook, 
뉴욕,  1975년]에서  확인된다.  그렇지만,  높은  유동성이  요구된다면,  낮은  선택력을  갖는  재료를 사
용하는 것이 추천될 것이다. 멤브레인 테크놀로지의 이와같은 국면은 당업자가 잘알고 있다. 

본  발명의 방법에 의해 다공성 기재 표면에 가해진 박막은 약  500  내지  약  7,000암스트롱, 바람직하
게는 약 750 내지 약 2,000암스트롱의 두께를 갖는다.

본  발명의 방법에 의해 달성될 수  있는 이점으로는,  여태까지 얻어질 수  있었던것들보다 더  얇은 두
께,  더  균일한 표면,  공급 및  핀호울이 본질상 없는 투과성 막을 제조하는 능력,  막피복용액을 제조
하기 위해 사용된 용매에 의해 용해될 수  있는 중합체를 피복하는 능력,  그리고 막형성 성분을 위해 
그  비등용매를  사용하는  능력이  있다.  그  결과,  복합막은  일반적으로  증진된  선택력,  유동력  및 투
과속도를 갖는다. 

본  명세서에  사용된  것으로,  막  또는  막  모듀율  조립체의  선택력  및  분리인자는,  분리되는  혼합물의 

덜투과성있는  성분에  대한  더  투과성있는  성분의  투과속도의  비를  나타내고  투과성은 ft
3
(STP)/ft

2
·

day·psi 로 표시된다.

아래의 실시예들은 본 발명을 더욱더 예시하기 위해 제공된다.

[실시예 1]

방적된  폴리술폰  다공성  유공섬유를  약  115℃에서  건조시킨후,  10초의  체류시간동안  약  182℃에서 
열기오븐에 통과시킨다. 이렇게 하여 비대칭성 기재를 형성한다.

아세트산과  이소프로판올  50/50부피  용매혼합물  내의  1.5중량  %의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의 막형성
용액을  제조하고  바닥부에  다중의  호울  다이를  구비한  용기내에  도입한다.  상기와  같은  제조된 폴리
술폰  다공성  유공섬유를  앞서  설명된  바와같이  피복한다.  이들  섬유를  실온에서  5ft/min의  속도로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용액에  통과시켜  피복하고  다이  오리피스로부터  배출한다.  용액으로  피복된 
복합  유공섬유들을  다이내의  이들의  개별적인  호울  또는  오리피스를  통해  배출하고,  서로가  또는 어
떤  교체표면과의  접촉이  없이  실온으로  공기중에서  14초간  하향하게  움직이게  하여  용매를 증발시킨
다.  이어서,  이들을  주위온도에서  이소플로판올의 10 짜리  용기의  응고배쓰에  담군다. 이소프로판

올은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에  대하여는  비용매이고  아세트산/이소프로판올  용액  혼합물에  대하여는 
용매이다.  응고한후,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로  피복된  복합  폴리술폰  다공성  유공섬유막을  상기에 
설명된 바와같이 회수한다.

복합유공섬유막을  시험용으로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16개의  스트랜드,  8인치  길이의  유체분리 모듀
율로 형성한다.

부합  폴리술폰  다공성  유공섬유막  모듀율을  200psi,  25℃에서  30.5  부피  %의  수소  및  69.5%의  부피 
%의 질소의 혼합된 공급가스로 가스분리성에 대하여 시험한다. 

수소와 질소 사이의 수소분리를 위한 평균 선택력은 59이며, 수소의 평균투과속도(p/t)는 

0.92ft
3
(STP)/ft

2
·day·psi이다. 

동일한  폴리술폰  유공섬유를  공기증발시간이  변화되도록  하는  다양한  피복속도에서  셀룰로오스 아세
테이트  막형성재료로  피복한다.  유체분리모듀율을  제조하고  이것을  상기에  설명된  것과  동일한 방식
으로 시험한다. 결과들은 다음 (표 1)에 요약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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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알수있듯이,  수소와  질소  사이의  선택력  및  투과속도(P/t)에  있어서의  최상의  전체결과는  14초의 
공기전조  또는  공기증발시간에  의해서  얻어진다.  공기건조시간이  짧을수록  선택력이  낮지만 투과속
도는 더 높다. 

[비교실험 A]

비교를  위하여,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의  피복없이  실시예  1  의  비대칭형  폴리술폰  다공성 유공섬유
들을  사용하여  모듀율을  만들고  이것을  실시예  1  에  설명된  바와같이  수소분리  특성에  대하여 시험
한다.  수소와  질소  사이의  평균  선택력은  3.3이고 평균투과속도는 

100.92ft
3
(STP)/ft

2
·day·psi이다. 분리는 25psi 및 26℃에서 수행되었다.

[비교실험 B]

비교를  위하여,  가열  단계를  치루기에  앞서  그리고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피복이  없이  실시예  1의 
폴리술폰  다공성  유공섬유를  사용하여  모듀율을  만들고  비교실험  A에  설명된  바와같이  수소분리에 

대한  시험을  행한다.  수소와  질소사이의  평균  선택력은  1.3이고  평균  투과속도는 140ft
3
(STP)/ft

2
·

day·psi이다.  그렇지만,  선택력은  비교실시예  A의  3.3,  그리고  실시예  A의  약  44  내지  약  59보다 
상당히  낮다.  따라서,  다른  가스로부터  한가스의  분리,  즉  질소로부터  수소의  분리에  목적이  있을 
경우에,  본  발명의  방법에  의해  제조된  막들은  상당히  탁월하다.  높은  유동성  및  투과속도는 만족스
러운 분리를 제공하지 못한다.

[실시예 2]

50/50부피의  아세트산과  이소프로판올의  용매혼합물내의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  1.0중량  %의  막형성 
용액을 제조한다.  실시예 1  에  설명된 과정에 따라 실시예 1  에  설명된 폴리술폰 다공성 유공섬유를 
상기의  용액으로  피복한다.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로  피복된  복합  폴리술폰  다공성  유공섬유막을 사
용하여  유체분리  모듀율을  만들고  이것을  실시예  1에  발표된  과정에  따라  수소와  질소사이의  가스 
분리성에 대하여 시험한다. 데이타 및 결과들은 다음 표(표 2)에 보여진다.

[표 2]

공기증발  시간이  감소함에  따라  선택력이  감소하는데,  14초의  공기증발  시간이  본  발명의  방법에 의
해 제조된 막에 최상의 선택력을 제공한다고 관측되었다. 

[실시예 3]

50/50부피의  아세트산과  이소프로판올의  용매혼합물  내의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  0.75중량  %의 막형
성  수용액을  만든다.  실시예  1  에  설명된  과정에  따라  실시예  1  에  설명된  폴리술폰  다공성 유공섬
유를  상기의  용액으로  피복한다.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로  피복된  복합  폴리술폰  다공성 유공섬유막
을  사용하여  유체분리  모듀율을  만들고  이것을  실시예  1에  설명된  과정에  따라  수소와  질소  사이의 
가스분리 특성에 대하여 시험한다. 데이타 및 결과는 다음 (표 3)에 요약되어 있다.

[표 3]

알수있듯이,  공기증발시간이  감소함에  다라  선택력이  감소하는데,  14초의  공기증발시간이  본  발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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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에 의해 제조된 막에 최상의 선택력을 제공한다. 

또한,  막형성  용액내의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의  농도는  본  발명의  방법에  의해  제조된  복합 폴리술
폰  다공성  유공섬유막상의  선택력  또는  투과속도에  단지  약간의  정도로  밖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
고  모든  경우에  있어서의  선택력은  비교실험  A  또는  비교실험  B에서  달성될  것들보다  더욱 우수하다
는 것을 알수 있다.

[실시예 4]

사염화탄소내의  브롬화된  폴리페닐렌  옥사이드  1.5중량  %의  막형성  용액을  만들어  바닥부에  다중 호
울다이를 구비한 용기 내에 도입한다.  실시예 1에  설명된 과정에 따라 실시예 1  에서 설명된 폴리술
폰  유공섬유를,  주위온도에서  14초의  공기증발시간을  사용하여  상기의  용액으로  피복한다.  브롬화된 
폴리페닐렌  옥사이드로  피복된  복합폴리술폰  다공성  유공섬유막을  사용하여  유체분리  모듀율을 만들
고  이것을  25℃  및  100psi에서  공급물로  공기를  사용하여  산소와  질소  사이의  가스분리  특성에 대하
여  시험한다.  산소와  질소  사이의  산소  분리를  위한  평균  선택력은  4.2이고  산소의  평균  투과속도는 

0.17ft
3
(STP)/ft

2
·day·psi이다.

[실시예 5]

50/50부피의  1,1,1-트리클로로에탄과  사염화탄소의  용매혼합물  내의  테트라메틸  비스페놀-A 폴리술
폰  중합체  1.5중량  %의  막형성  용액을  만들어  용기내로  도입한다.  실시예  1  에  설명된  과정에  따라 
실시예  1  에  설명된  폴리술폰  유공섬유를  상기의  용액으로  피복하고,  14초간  주위온도에서  공기 건
조시키고,  이소프로판올이  들어있는 10 짜리  컨베이너  응고배쓰에  담군다.  이소프로판올은 테트라

메틸  비스페톨-A  폴리술폰에  대해서는  비용매이지만  1,1,1-트리클로로에탄/사염화탄소  용매혼합물에 
대하여는  용매이다.  테트라메틸  비스페놀-A  폴리술폰으로  피복된  복합  폴리술폰  다공성 유공섬유막
을  사용하여  유체분리  모듀율을  만들고  이것을,  25℃  및  100psi에서  공기를  공급물로  사용하여 수소
와  질소사이의  가스  분리  특성에  대하여  시험한다.  산소와  질소  사이의  산소분리를  위한  평균 선택

력은 3.9이고 산소의 평균투과속도는 0.11ft
3
(STP)/ft

2
·day·psi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유체분리를  위한  복합  유공섬유막을  형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i)  미리  형성된  다공성  유공섬유 기
재에 막형성 조성물(이 조성물은 막형성 재료 및 이것을 위한 용매를 함유하는 용액으로 
이루어진다)을  가하여,  상기의  유공섬유  기재를  상기의  막형성  조성물로  피복하는  단계  ;  (ii) 상기
의  조성물로  피복된  다공성  유공섬유  기재를  가스  분위기에  통과시켜서,  상기의  조성물  내의 용매중
의  일부를,  상기의  피복된  다공성  유공섬유  기재의  표면으로터  증발되는  단계  ;  (iii)  막형성 조성
물  용액이  다공성  유공섬유  기재의  표면에  가해진  후에는  피복된  표면이  고체표면과  접촉하지  않는 
상기의  부분적으로  건조되고  피복된  다공성  유공섬유  기재를  액체의  응고배쓰에  이송하여  이곳에서 
막형성  재료를  상기의  다공성  유공섬유  기재의  표면상에  응고시키고  상기의  막형성  재료에  대한 용
매를  액체응고배쓰내에  용해시키는  단계  ;  그리고  (iv)  상기의  복합  유공섬유막을  회수하는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체분리를 위한 복합 유공섬유막의 형성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용매  용액은 막형성 재료를 위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용매를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용매 용액은 막형성 재료에 대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용매와, 막형성 재료에 대
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비용매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막형성 조성물의 온도는 약 0℃ 내지 약 70℃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막형성 조성물의 온도는 주위온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건조단계(ii)는 약 1초 내지 약 80초 동안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건조단계(ii)는 약 10초 내지 약 20초 동안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액체 응고배쓰의 온도는 약 0℃ 내지 약 75℃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액체 응고배쓰의 온도는 주위온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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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0 

제  1  항에 있어서,   막형성 재료는 약 0.25  내지 약 10중량 %의  막형성 조성물을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1 

제 1 항에 있어서, 막형성 재료는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2 

제 1 항에 있어서, 막형성 재료는 브롬화된 폴리페닐렌 옥사이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3 

제  1  항에  있어서,  막형성  재료는  테트라메틸  비스페놀-A  폴리술폰  중합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
법.

청구항 14 

제  1  항에  있어서,  미리  형성된  다공성  유공섬유  기재  표면은  막형성  조성물과의  접촉에  앞서  미리 
적셔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5 

제 1 항에 있어서, 다공성 유공섬유 기재는 폴리술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6 

피복  및  다공성  유공섬유  기재로  이루어지는  유체분리를  위한  복합  유공섬유막에  있어서,  (i)  미리 
형성된  다공성  유공섬유  기재에  막형성  조성물(이  조성물은  막형성  재료  및  이것을  위한  용매를 함
유하는  용액으로  이루어진다.)을  가하여,  상기의  유공섬유  기재를  상기의  막형성  조성물로  피복하는 
단계  ;  (ii)  상기의  조성물로  피복된  다공성  유공섬유  기재를  가스분위기에  통과시켜서,  상기의 조
성물  내의  용매중의  일부를,  상기의  피복된  다공성  유공섬유  기재의  표면으로부터  증발시키는  단계 
;  (iii)  막형성  조성물  용액이  다공성  유공섬유  기재의  표면에  가해진  후에는  피복된  표면이 고체표
면과  접촉하지  않는  상기의  부분적으로  건조되고  피복된  다공성  유공섬유  기재를  액체의  응고배쓰에 
이송하여  이곳에서  막형성재료를  상기의  다공성  유공섬유  기재의  표면상에  응고시키고  상기의 막형
성재료에  대한  용매를  액체응고배쓰내에  용해시키는  단계  ;  그리고(iv)  상기의  복합  유공섬유막을 
회수하는 단계에 의해 제조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합 유공섬유막.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복합  유공섬유막을  제조하기  위해  사용된  막형성  조성물은  막형성재료와, 막형성
재료에 대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용매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합 유공섬유막.

청구항 18 

제16항에  있어서,  복합  유공섬유막을  제조하기  위해  사용된  막형성  조성물은  막형성재료와, 막형성
재료에 대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비용매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합 유공섬유막.

청구항 19 

제16항에 있어서, 막형성 재료는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합 유공섬유막.

청구항 20 

제16항에  있어서,  막형성  재료는  브롬화된  폴리페닐렌  옥사이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합 유공섬
유막.

청구항 21 

제16항에  있어서,  막형성  재료는  테트라메틸  비스페놀-A  폴리술폰  중합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
합 유공섬유막.

청구항 22 

제16항에 있어서, 다공성 유공섬유 기재는 폴리술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3 

피복층  및  다공성  유공섬유  기재로  이루어지는  선택력  투과성의  복합  유공섬유막에  유체혼합물을 접
촉시키는  것을  포함하는  선택력  투과에  의해  유체혼합물  중의  최소한  한  유체를  상기의  유체 혼합물
중의  다른  한  유체로부터  분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i)  미리  형성된  다공성  유공섬유  기재에  막형성 
조성물(이  조성물은  막형성재료  및  이것을  위한  용매를  함유하는  용액으로  이루어진다)을  가하여, 
상기의  유공섬유기재를  상기의  막형성  조성물로  피복하는  단계  ;  (ii)  상기의  조성물로  피복된 유공
섬유  기재를  가스분위기에  통과시켜서,  상기의  조성물  내의  용매중의  일부를,  상기의  피복된  다공성 
유공섬유  기재의  표면으로  부터  증발시키는  단계  ;  (iii)  막형성  조성물용액이  다공성 유공섬유기재
의  표면에  가해진  후에는  피복된  표면이  고체표면과  접촉하지  않는  상기의  부분적으로  건조되고 피
복된  다공성  유공섬유  기재를  액체의  응고배쓰에  이송하여  이곳에서  막형성  재료를  상기의  다공성 
유공섬유기재의  표면상에  응고시키고  상기의  막형성  재료에  대한  용매를  액체응고배쓰내에 용해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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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단계  ;  그리고  (iv)  상기의  복합  유공섬유막을  회수하는  단계에  의해  제조된  복합  유공섬유막이 
상기의 유체혼합물의 분리를 위해 사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체분리 방법.

청구항 24 

제23항에  있어서,  복합유공섬유막을  제조하기  위해  사용된  막형성  조성물은  막형성재료  및  이것을 
위한 용매 용액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체분리 방법.

청구항 25 

제23항에  있어서,  복합유공섬유막을  제조하기  위해  사용된  막형성  조성물은  막형성재료와,  이것을 
위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용매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체분리 방법.

청구항 26 

제23항에  있어서,  복합  유공섬유막을  제조하기  위해  사용된  막형성  조성물은  막형성  재료와,  막형성 
재료를  위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용매와,  그리고  막형성  재료에  대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비용매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체분리 방법.

청구항 27 

제23항에 있어서, 다공성 유공섬유 기재는 폴리술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체분리 방법.

청구항 28 

제23항에 있어서, 막형성 재료는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체분리 방법.

청구항 29 

제23항에 있어서,  막형성 재료는 브롬화된 폴리페닐렌 옥사이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0 

제23항에  있어서,  막형성  재료는  테트라메틸  비스페닐-A  폴리술폰  중합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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