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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소정의 거리에 있는 모노필라멘트 쓰레드(4)에 의해 공간 분리된 상위 및 하위 직물 표면(2, 3)을 갖는 3D 스페

이서 직물로 구성된 투과성 채널을 포함하고, 이 투과성 채널은 2개의 멤브레인 층들(12, 13) 사이에 개입되고, 여기서 상

기 멤브레인 층들은 상기 상위 및 하위 직물 표면들에 의해 많은 지점들에서 연결되어 역류(backflush) 세정 오퍼레이션에

적절한 높은 결합 강도의 집적 구조물을 형성하는 멤브레인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또한 소정의 거리에 있는 모노필라멘트 쓰레드(4)에 의해 공간 분리된 상위 및 하위 표면 직물(2, 3)을 포함하는

3D 스페이서 직물을 제공하는 단계, 및 상기 상위 및 하위 표면 직물에 멤브레인 층을 도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일체형

일체형 채널 멤브레인의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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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4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소정의 거리에 있는 모노필라멘트 쓰레드(monofilament threads)(4)에 의해 함께 묶이고 공간 분리된 상위 및 하위 직물

표면(2, 3)을 갖는 3D 스페이서 직물로 구성된 투과성 채널을 포함하고, 이 투과성 채널은 2개의 멤브레인 층들(12, 13)

사이에 개입되고, 여기서 상기 멤브레인 층들은 상기 상위 및 하위 직물 표면들에 의해 많은 지점들에서 연결되는 것인, 일

체형 투과성 채널 멤브레인.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직물 표면들 및 3D 스페이서 직물의 모노필라멘트들은 모노필라멘트 쓰레드 내의 고리들(5)에 의해

연결되고, 상기 고리들은 상기 멤브레인 층들에 내포된 것인 멤브레인.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직물 표면들(2, 3)은 니트, 직포 또는 부직포 유형인 멤브레인.

청구항 4.

제1항 내지 제3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상위와 하위 직물 표면 사이의 거리는 0.5 내지 10 mm인 멤브레인.

청구항 5.

제1항 내지 제4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3D 스페이서는 폴리에스테르, 나일론, 폴리아미드, 폴리페닐렌, 설파이드,

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필렌으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된 물질을 포함하는 것인 멤브레인.

청구항 6.

제1항 내지 제5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멤브레인 층은 HPC, CMC, PVP, PVPP, PVA, PVAc, PEO, TiO2, HfO2,

Al2O3, ZrO2, Zr3(PO4)4, Y2O3, SiO2, 페로브스카이트 산화물 물질, SiC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된 친수성 충전제 물

질; 및 PVC, C-PVC, PSf, PESU, PPS, PU, PVDF, PI, PAN 및 이들의 그라프트된 변종들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된

유기 결합재 물질을 포함하는 것인 멤브레인.

청구항 7.

제1항 내지 제6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멤브레인은 평면인 멤브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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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멤브레인 층을 통해 통과하지 않고 투과성 채널로부터 또는 그 채널로의 직접적인 유체 이동을 방지하도

록 배열된 평면 멤브레인의 주변에 용접된 밀봉부(7) 및 투과성 채널과 유체 접속되는 입구/출구 부(8) 접속부를 추가로 포

함하는 멤브레인.

청구항 9.

제8항의 멤브레인들의 어레이를 포함하는 멤브레인 생물 반응기 모듈.

청구항 10.

제1항 내지 제6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멤브레인은 중심 투과성 튜브(31) 둘레로 나선형으로 감겨진 멤브레인.

청구항 11.

하나의 벽 및 상기 벽에 의해 한정된 내부 루멘(lumne)을 포함하는 원통형 형상의 중심 투과성 튜브(31) 및 제10항에 따른

많은 멤브레인(32)을 포함하고, 상기 멤브레인들의 투과성 채널은 상기 중심 투과성 튜브의 내부 루멘과 유체 접속되고,

상기 멤브레인들은 상기 중심 투과성 튜브 둘레에 나선형으로 감겨진 것인 나선형 멤브레인 모듈(30).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멤브레인들 사이에 개입된 피드 스페이서들(33)을 추가로 포함하는 나선형 멤브레인 모듈.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피드 스페이서는 평면형 호일(22) 및 이 호일(22)의 양 측면에 위치한 연속적인 리브들(21)을 포함

하는 것인 나선형 멤브레인 모듈.

청구항 14.

제12항 또는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피드 스페이서는 피드 바이-패쓰(23)를 포함하는 바이-패쓰 스페이서(34)인 나선형

멤브레인 모듈.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바이-패쓰 스페이서(34)는 평면형 호일(22) 및 이 호일(22)의 양 측면에 수직으로 위치한 연속적

인 리브들(21)을 포함하고, 상기 호일(22)은 수직 방향의 유체들의 이동을 허용하도록 배열된 피드 바이-패쓰(23)를 포함

하는 것인 나선형 멤브레인 모듈.

청구항 16.

ㆍ 소정의 거리에 있는 모노필라멘트 쓰레드(4)에 의해 공간 분리된 상위 및 하위 표면 직물(2, 3)을 포함하는 3D 스페이

서 직물을 제공하는 단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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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상기 상위 및 하위 표면 직물에 멤브레인층을 도포하여 일체형 투과성 채널 멤브레인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일

체형 투과성 채널 멤브레인의 제조 방법.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멤브레인 층의 도포 단계는 상기 상위 및 하위 직물 표면에 의해 많은 지점에서 연결된 멤브레인 층

을 형성하도록 도프 및 상기 도프의 응집으로 코팅하는 단계로 구성된 것인 방법.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도프는

ㆍ HPC, CMC, PVP, PVPP, PVA, PVAc, PEO, TiO2, HfO2, Al2O3, ZrO2, Zr3(PO4)4, Y2O3, SiO2, 페로브스카이트 산화

물 물질 및 SiC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된 친수성 충전제 물질;

ㆍ PVC, C-PVC, PSf, PESU, PPS, PU, PVDF, PI, PAN 및 이들의 그라프트된 변종들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된 유기

결합재 물질; 및

ㆍ NMP, DMF, DMSO, DMAc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된 비양성자성 용매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9.

폐수 여과 및/또는 폐수 정화를 위한 제1항 내지 제15항중 어느 한 항에 따른 멤브레인 또는 멤브레인 모듈의 용법.

청구항 20.

제1항 내지 제15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멤브레인은 적어도 10 바의 역류 세정 압력을 견딜 수 있는 것인 멤브레

인.

청구항 21.

마이크로 여과, 한외 여과, MBRs, 과다 증발, 멤브레인 증류, 지지된 액체 멤브레인 및/또는 퍼트랙션을 위한 제1항 내지

제15항 또는 제20항중 어느 한 항에 따른 멤브레인의 용법.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일체형 투과성 채널을 함유하는 신규한 멤브레인에 관한 것이며, 특히 물 여과 및 폐수 정화에 유용한 멤브레인

기술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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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브레인 생물 반응기(Membrane bioreactors: MBRs)는 지난 세월 동안 폐기물 관련 분야에서 인기있는 주제였다. 현재

까지도, 폐수 처리 공장 뿐만 아니라 공업적 생산 공정으로부터 농축된 플로우(flows)에서 MBRs의 적용, 폐기물 폐기 사

이트로부터 삼출된 물 및 슬러지의 탈수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폐수에 대한 멤브레인 생물 반응기들의 성공적

적용에 이어, 음용수 생산 공정에 MBR 컨셉들을 적용하는 주제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폐수 적용에 있어서 MBRs은 반응기 내의 생물학적 처리 및 멤브레인 여과 단계에 의한 물리적 처리의 조합으로 구성된다.

고착 공정 대신에 멤브레인 여과를 도입함으로써, 높은 슬러지 부하가 반응기 내에서 유지될 수 있고, 이는 낮은 슬러지 생

산에 의해 높은 생물학적 저하율을 (이론적으로) 유도한다. 15-20 g/l의 슬러지 농도가 MBRs에 대한 문헌에 언급되어 있

다. 높은 공정 효율은 고도로 농축된 플로우들을 처리하고, 공간 절약형(a small footprint)의 시스템들을 고안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실제로, 이 접지면은 8-12 g/l의 유지 가능한 최대 슬러지 농도로 인해 멤브레인 여과에 필요한 보 다 작은

영역 만큼만 감소된다. 또한, 종래의 고착 시스템들에서보다 더 큰 슬러지 생산 속도가 기록되었다.

JP2001212436은 함침형 멤브레인 카트리지 및 그에 따른 생산 방법을 개시하고 있다. 이러한 용도에서, 함침형 멤브레인

카트리지가 제조되며, 여기서 멤브레인들은 필터 카트리지의 내부 마진에 용접된다.

JP2003135939 및 JP2003144869는 분리 멤브레인 및 그의 제조 방법을 개시하고 있다. 이 분리 멤브레인은 유기 섬유로

구성된 다공성 수지층을 형성함으로써 제조된다. 이 수지의 일부는 표면층 부분 내에 적어도 다공성 베이스(base) 물질을

갖는 복합체 층을 형성하도록 다공성 베이스 물질의 최소한의 표면층 부분 내로 침투된다.

이들 특허의 목적은 클로깅(clogging)이 잘 발생하지 않고, 다공성 베이스 물질로부터 다공성 수지층의 스트리핑이 방지되

는, 물 투과성이 높은 멤브레인을 개발하는 것이다.

JP201321645에서, 필터 멤브레인 소자가 제공된다. 이 필터 소자는 지지체 플레이트의 일부 상에 지지체 플레이트의 양

표면을 침투시키는 물 수집을 위한 갭; 및 침투된 물의 테이크아웃 부의 방향으로 배열되고, 투과된 물의 테이크아웃 부와

소통하는 물 수집을 위한 갭을 갖는다.

WO03037489는 내부 영역의 배수를 위해 적어도 하나의 개방부를 갖는 복수개의 "필터 멤브레인 포켓들"을 포함하는 플

레이트 여과 모듈을 개시한다. 상기 포켓들은 인접한 필터 멤브레인 포켓들이 액체에 의해 고도로 교차되는 방식으로, 병

렬 방식으로, 바람직하게는 서로 동일한 거리에서 강성 지지체 수단 내에 수직으로 배열된다. 이 여과 모듈은 필터 멤브레

인 포켓들이 반드시 편평하고, 가요성이고, 반대쪽 측면들 상의 지지체 소자에 고정되고, 상기 지지체 소자는 가요성의 액

체 투과성 코어 및 복수개의 액체 투과성 코어 소자들을 갖는 필터 멤브레인 포켓들을 통해 흡인되는 액체를 배출하는 적

어도 하나의 배출 라인을 포함한다.

JP11244672는 가방 형태로서 형성된 사변형의 편평한 평면 멤브레인을 구성하도록 상부 단부 및 그의 우측 및 좌측 양 단

부에 주변 여백의 3개의 측면들을 치밀하게 접착시킴으로써 형성된다. 멤브레인 지지 부재와 함께 설치된 편평한 평면형

멤브레인의 밀봉되지 않은 주변 에지에서 일 측면은 멤브레인 지지 부재의 상부의 양 측면 상의 표면에서 약 1.5 cm 높이

로 지지되고, 편평한 평면 멤브레인을 지지하도록 멤브레인 지지 부재에 용접된다. 멤브레인 지지 부재보다 두께가 더 큰

머리부가 멤브레인 지지 부재의 양 단부에 형성된다. 머리부 양측은 멤브레인 지지 부재의 흐름 통로와 소통하고 투과물을

꺼내기 위해 사용된다.

선행 기술의 멤브레인 플레이트들(필터 포켓들, 4변형의 편평한 평면 멤브레인으로부터 백)은 별개의 구성 성분들(2개의

멤브레인들, 스페이서 및 지지체)과 함께 가져옴으로써 형성된다. 2개의 멤브레인들은 서로 지향되는 이들의 멤브레인 지

지체들과 함께 위치하고, 갭을 형성하도록 이들 사이에 스페이서가 위치한다. 이들 개념들의 약점들은 다음과 같다:

ㆍ 별개의 구성 성분들을 갖는 투과성 채널의 작제. 모듈 세기(누출) 및 그의 단가를 큰 정도까지 절충하여 작제(접착, 끼우

기, 용접)하기 위한 많은 오퍼레이션 단계들,

ㆍ 모듈 지지체에 대한 멤브레인의 접착(멤브레인의 분리, 스트리핑),

ㆍ 작동성의 문제: 멤브레인들의 이들의 지지체에 대한 불량한 접착성으로 인해, 멤브레인의 역류 세정의 불가능성.

나선형으로 감겨진 NF/RO 기술은 표준화된 압력 용기들 (8인치 직경, 240 인치 길이)에 놓인 역부합 되는 표준화된 멤브

레인 모듈 소자들(8인치 직경, 40 내지 60인치 길이)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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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나선형으로 감겨진 멤브레인 모듈들을 생산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복수개의 독립 엔벨로프형 멤브레인들 (2개의

멤브레인 잎들은 사이의 투과물 스페이서와 함께 그들의 배면층과 함께 놓인다)은 중심 투과성 튜브의 외부 주변 표면 둘

레에 감겨진다. 멤브레인 엔벨로프의 4개의 에지들 중의 3개가 접착되고, 4번째 에지는 중심의 투과물 수집기와 접속된다.

따라서, 투과물의 생산 시에, 물은 멤브레인 모듈의 외부로부터 중심 투과물 튜브를 향하여 나선형 이동을 가능케 한다.

멤브레인 엔벨로프들의 감기와 감기 사이에, 통상적으로 공급수 스페이서를 놓을 수 있다. 공급수 스페이서의 두께는 멤브

레인-엔벨로프들 사이의 거리를 결정한다. 오퍼레이션(여과) 중에, 공급수는 나선형 모듈의 상부에 공급되고, 피드 스페이

서에 의해 멤브레인 모듈로 도입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공급수의 일부는 나선형으로 감겨진 유형의 멤브레인 소자

상으로 수직으로 흐르고, 이후 농축된 물 배출구(다른 상부 측)로부터 배출된다. 한편, 공급수의 대부분은 투과물로 전이되

고, 중심 투과성 튜브에서 수집된다. 이는 역 삼투 반응 및 나노 여과에서 보편적인 오퍼레이션 방식이다.

마이크로여과 (MF) 및 한외 여과(UF) 오퍼레이션에 유용한 나선형 멤브레인 기술을 시작하기 위해, 나선형 멤브레인은 이

멤브레인 표면의 상부에 침착된 입자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역류 세정될 수 있어야(역 여과)하고, 이는 NF에서의 오퍼레이

션과 상당히 유사한 대부분의 시간 동안 작동될 것이지만, 연속적인 농축물 방출은 주기적으로 배수될 것이다. 이는 예를

들면 역류 세정에 의해 각각 약 30분 내지 50분 후에, 오퍼레이션 중에 생산된 투과물의 일부에 의해, 전형적으로 생산된

부피의 2 내지 10%로 수행될 것이다. 효율적인 케이크 제거를 위해, 이러한 역류 세정은 오퍼레이션 동안 플러스 속도보

다 적어도 3배 더 큰 플럭스 속도로 수행된다.

이러한 목적 상, 역류 세정 가능한 마이크로 여과 멤브레인이 요구된다. 표준 편평한-시트 MF/UF 멤브레인들은 부직포형

지지체 상으로 중합성 메브레인 캐스트로 구성된다. 이들 멤브레인들은 지지체 내로의 물리적 포집/혼입으로 인해 지지체

에 부착된다. 이러한 혼입은 종종 지지체 구조물의 두께의 30%에 해당한다. 그러나 지지체에 대한 멤브레인의 접착은 오

히려 불량하기 때문에, 그러한 멤브레인들은 역류 세정에 적절하지 않다. 일부 제조업자들(예, Trisep/Nitto Denko)은 역

류 세정 가능한 변종들을 개발하였다. 이 경우, 멤브레인들은 지지체 구조물을 완전히 충전시킨다. 이는 지지체에 대한 멤

브레인의 접착력을 증가시키고, 특정한 정도까지 이를 역류 세정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 의해서조차, 지지체에 대한 멤브레인의 접착/ 또는 박리 강도는 통상의 UF 멤브레인에 비교한 바 3

배 이상인 것으로 청구되었다. 역류 세정 동안 최대로 허용되는 네거티브 TMP는 여전히 3바의 값으로 제한된다.

EP1022052, JP2003251154, JP2002095931은 나선형으로 감겨진 유형의 멤브레인 소자 및 그것을 진행 또는 세정하는

동안의 방법들을 개시하고 있다. WO0078436은 역류 세정될 수 있는 나선형으로 감겨진 멤브레인 여과 소자를 개시한다.

US 5,275,725호는 내부층 및 그 위에 표면 층들이 접착제에 의해 접착되거나 또는 가열 용융된 부직포 직물을 포함하는 3

개 층의 편평한 멤브레인 지지체를 개시하고 있다. 상기 표면 층들 상에는, 하나의 멤브레인이 2측면 코팅에 이어 상 전환

에 의해 도포된다.

이들 모든 개시 내용들은 다음 문제점들을 보여준다:

ㆍ 멤브레인들의 박리 강도 (역류 세정에 따라 제한된 TMP)

ㆍ 노동 집약적 모듈 제조

ㆍ 6 m 압력 용기 내의 불량한 입자 추방력 (바이-패쓰 스페이서에 필요함)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마이크로 여과, 한외 여과, MBRs, 과다 증발, 멤브레인 증류, 지지된 액체 멤브레인, 퍼트랙션 등의 상이한 멤브

레인 용도들에 사용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역류 세정될 수 있고, 따라서 빈번한 세정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고압에 견딜

수 있고, 장기간 오퍼레이션을 가능케 하는 일체형 투과성 채널을 갖는 신규한 멤브레인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신규한 멤브레인은 경제적으로도 흥미로워야 한다.

본 발명은 소정의 거리에 있는 모노필라멘트 쓰레드(monofilament threads)에 의해 함께 묶이고 공간 분리된 상위 및 하

위 직물 표면을 갖는 3D 스페이서 직물로 구성된 투과성 채널을 포함하고, 이 투과성 채널은 2개의 멤브레인 층들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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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되고, 여기서 상기 멤브레인 층들은 상기 상위 및 하위 직물 표면들에 의해 많은 지점들에서 연결되는 것인, 일체형 투

과성 채널 멤브레인에 관한 것이다. 이 직물 표면들 및 3D 스페이서 직물의 모노필라멘트들은 모노필라멘트 쓰레드 내의

고리들에 의해 연결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고리들은 상기 멤브레인 층들에 내포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직물 표면들

은 니트, 직포 또는 부직포 유형이다. 상기 상위와 하위 직물 표면 사이의 거리는 0.5 내지 10 mm이다.

3D 스페이서는 바람직하게는 폴리에스테르, 나일론, 폴리아미드, 폴리페닐렌, 설파이드, 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필렌으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된 물질을 포함한다. 이 멤브레인 층은 바람직하게는 HPC, CMC, PVP, PVPP, PVA, PVAc,

PEO, TiO2, HfO2, Al2O3, ZrO2, Zr3(PO4)4, Y2O3, SiO2, 페로브스카이트 산화물 물질, SiC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된

친수성 충전제 물질; 및 PVC, C-PVC, PSf, PESU, PPS, PU, PVDF, PI, PAN 및 이들의 그라프트된 변종들로 구성된 군

으로부터 선택된 유기 결합재 물질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특정 실시 형태에서, 상기 멤브레인은 평면형이다. 이 멤브레인은 멤브레인 층을 통해 통과하지 않고 투과성 채

널로부터 또는 그 채널로의 직접적인 유체 이동을 방지하도록 배열된 평면 멤브레인의 주변에 용접된 밀봉부(7) 및 투과성

채널과 유체 접속되는 입구/출구 부(8) 접속부를 추가로 포함하는 멤브레인.

본 발명의 다른 실시 형태는 본 발명의 평면형 멤브레인들의 어레이를 포함하는 멤브레인 생물 반응기 모듈로 구성된다.

본 발명의 다른 특정 실시 형태에서, 상기 멤브레인은 중심 투과성 튜브 둘레에 나선형으로 감겨진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 형태는 하나의 벽 및 상기 벽에 의해 한정된 내부 루멘(lumne)을 포함하는 원통형 형상의 중심 투과

성 튜브 및 많은 나선형으로 감겨진 멤브레인을 포함하고, 여기서 상기 멤브레인들의 투과성 채널은 상기 중심 투과성 튜

브의 내부 루멘과 유체 접속되고, 상기 멤브레인들은 상기 중심 투과성 튜브 둘레에 나선형으로 감겨진 것인 나선형 멤브

레인 모듈로 구성된다. 나선형 멤브레인 모듈은 바람직하게는 멤브레인들 사이에 개입된 피드 스페이서들을 추가로 포함

한다. 이 피드 스페이서는 유리하게는 평면형 호일 및 이 호일의 양 측면에 위치한 연속적인 리브들(ribs)을 포함한다. 추

가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형태에서, 나선형 멤브레인 모듈은 피드 바이-패쓰를 포함하는 바이-패쓰 스페이서인 피

드 스페이서를 포함한다. 이 바이-패쓰 스페이서는 바람직하게는 평면형 호일 및 이 호일의 양 측면에 수직 방향으로 위치

한 연속적인 리브들을 포함하고, 상기 호일은 수직 방향의 유체들의 이동을 허용하도록 배열된 피드 바이-패쓰를 포함한

다.

본 발명의 멤브레인은 바람직하게는 적어도 10 바의 역류 세정 압력을 견딜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국면은

ㆍ 소정의 거리에 있는 모노필라멘트 쓰레드에 의해 공간 분리된 상위 및 하위 표면 직물을 포함하는 3D 스페이서 직물을

제공하는 단계, 및

ㆍ 상기 상위 및 하위 표면 직물에 멤브레인층을 도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일체형 투과성 채널 멤브레인의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이다.

멤브레인 층들을 도포하는 단계는 바람직하게는 상기 상위 및 하위 직물 표면에 의해 많은 지점에서 연결된 멤브레인 층을

형성하도록 도프 및 상기 도프의 응집으로 코팅하는 단계로 구성된다. 상기 도프는 다음:

ㆍ HPC, CMC, PVP, PVPP, PVA, PVAc, PEO, TiO2, HfO2, Al2O3, ZrO2, Zr3(PO4)4, Y2O3, SiO2, 페로브스카이트 산화

물 물질 및 SiC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된 친수성 충전제 물질;

ㆍ PVC, C-PVC, PSf, PESU, PPS, PU, PVDF, PI, PAN 및 이들의 그라프트된 변종들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된 유기

결합재 물질; 및

ㆍ NMP, DMF, DMSO, DMAc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된 비양성자성 용매를 포함하는 것이 유리하

다.

본 발명의 다른 국면은 물 여과 및/또는 폐수 정제를 위한 본 발명에 따른 멤브레인 또는 멤브레인 모듈의 용도에 관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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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에서, 신규한 멤브레인은 투과성 채널을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낸다. 이 멤브레인은 2개의 멤브레인 층들 사이에

3D 스페이서 직물을 포함시킴으로써 가능하다.

이와 같이 일체형 투과성 채널 멤브레인(IPC-멤브레인)은 기본적으로 2개의 다음 구성 성분을 포함한다:

ㆍ 3D 스페이서 직물, 및

ㆍ 2개의 멤브레인 층

3D 스페이서 직물은 바람직하게는 니팅 오퍼레이션(예, 레이첼 니팅기(a Raschel knitting machine)에 의해 제조된다. 이

스페이서 직물은 조절 가능한 거리에서 2개의 표면 직물들(2, 3)(니트형, 직포형 또는 부직표형 직물)로 구성되고, 이는 제

곱 cm당 수백개의 스페이서 모노필라멘트 쓰레드(4)로 함께 묶인다. 그러한 3D 스페이서 직물의 예는 도 1, 2 및 3에 나타

낸다. 2개의 직물 표면들(2 및 3) 사이의 접속은 스페이서 모노필라멘트 쓰레드(4) 내의 고리들(5)에 의해 이루어진다. 2

개의 표면 직물 층들(2, 3) 사이의 거리는 고리들(5) 사이의 스페이서 모노필라멘트 쓰레드(4)의 길이에 의해 결정되고,

0.5 내지 10 mm로 변화될 수 있다. 바람직한 표면 직물들의 구조는 도 2에 나타낸다.

가장 바람직한 IPC-멤브레인은 코팅 공정에 의해 이루어진다. IPC 멤브레인은 멤브레인 도프에 의해 니팅된 스페이서 직

물의 양 표면(상부 및 하부, 2 및 3)을 동시에 코팅함으로써 그대로 형성된다. 멤브레인 도프는 임의의 유형의 중합체 결합

제(다음의 비제한적인 시리즈로부터 자연 중합체: PVC, C-PVC, PSf, PESU, PPS, PU, PVDF, PI, PAN 및 이들의 그라

프트된 변종들(술폰화, 아크릴화, 아민화, ...), 비양성자성 용매, 예를 들면 DMF, DMSO, DMAc 또는 NMP, 및 충전제 물

질(중합체형: HPC, CMC, PVP, PVPP, PVA, PVAc, PEO 및/또는 무기물 형: TiO2, HfO2, Al2O3, ZrO2, Zr3(PO4)4,

Y2O3, SiO2, 페로브스카이트 산화물 물질, SiC)를 함유할 수 있다. 용매-이외의 물질은 수증기 상(수증기 또는 차가운 증

기), 물, 물과 상기 비양성자성 용매들의 혼합물들일 수 있다.

예를 들면, 그 제조 단계들은 다음일 수 있다:

ㆍ 스페이서 직물 제조 단계: 스페이서 직물(니트, 직포 또는 부직포) 풀기; 스페이서 직물은 수직 위치로 안내되고, 스페이

서 직물은 스프레딩되어 폴드 형성을 방지한다(제조 방향에 대해 수직)

ㆍ 스페이서 직물 코팅 단계: 도프 코팅된 스페이서 직물을 얻기 위해 스페이서 직물(양 측면에서 동일한 레벨)의 양 측면

들 상에 공급된 자동 도프 및 이중-측면 코팅 시스템에 의한 도프의 동시 이중-측면 코팅

ㆍ 표면 공극 형성 단계: 수증기 위상과 이중-측면 코팅된 스페이서 직물과의 접촉. 도프 코팅된 스페이서 직물의 양 측면

상에 상이한 조건들을 적용시킴으로써 양 측면들에서 상이한 공극 크기 특성의 비대칭 스페이서 직물-보강 멤브레인을 획

득할 수도 있다

ㆍ 벌크 형성 단계: 고온 배쓰 내로 생성물의 응집

ㆍ 후-처리 단계: 물 저장기에서 화학 약품들의 세정

ㆍ 건조 단계: 생성물의 건조

이러한 본래의 멤브레인 형성 방법에 의해 구성 성분들(니트된 스페이서 직물 및 2개의 멤브레인 층들)은 서로에 대해 파

괴 불가능하게 연결된다. 이는 그 멤브레인이 스페이서 직물 자체의 상부 및 그 내부에 형성된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도 4, 5 및 6에서, IPC 멤브레인에 대한 전형적인 단면도가 주어진다. 모노필라멘트 쓰레드(4)는 여전히 분명히 가시적인

한편, 양 직물 표면들은 여기서 멤브레인(12, 13)으로 커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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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는 상-전환 공정에 의해 제조된 IPC-멤브레인의 단면의 광학 사진이다. 도 4는 도 5에 나타낸 바와 동일한 IPC-멤브

레인의 단면의 FESEM 사진이다.

IPC 멤브레인의 전형적인 단면도는 IPC 멤브레인의 전형적인 구성 성분들을 보여준다:

ㆍ 2개의 멤브레인 층들(12 및 13) 사이의 많은 필러들(스페이서 직물 모노필라멘트 쓰레드(4));

ㆍ 2개의 멤브레인 층들(12 및 13);

ㆍ 멤브레인 구조물 내부의 2개의 표면들의 모노필라멘트 쓰레드(6)

이들 단면도에서 모노필라멘트 쓰레드들의 루프(5) 및 직물 표면들(3)의 멀티필라멘트들이 멤브레인 층들에 내포된다.

이들 도면으로부터 멤브레인 층들은 많은 고정 지점들에 의해 스페이서 직물에 파열 불가하게 연결되는 것이 분명하다.

IPC 멤브레인의 특성들/특징들

IPC 멤브레인의 주요 특징들 중의 하나는 집적 투과성 채널의 존재이다. 이러한 투과성 채널은 상이한 용도들에 유용하다:

ㆍ MBR 용도에서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한외 여과 및 마이크로 여과, 멤브레인 증류, 증기 투과, 과다 증발 및 가스 분리

에서 투과물 수거를 위해,

ㆍ 지지된 액체 멤브레인에서 및 퍼트랙션에서 예를 들면 액체 이온-교환기의 고정 목적을 위해.

니트된 스페이서 직물에 대한 코팅 및 상 전환 공정(도 5 참조)에 의해 제조된 IPC 멤브레인의 멤브레인 층들의 고정/접착

은 매우 강력하다. 이는 많은 고정 점들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실리콘 오일(물보다 50배 더 큰 점도를 가짐)에 의한 폭발-압력 측정에 의해 예시된다. 2개의 멤브레인 층

들은 17바에 이르는 압력에서 분리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특성은 IPC-멤브레인 중에서 우수한 역류 세정 가능한 편평한-시트 (MF/UF) 멤브레인을 가능케 한다.

더욱이, 형성된 복합체 물질 구조물은 역시 상당히 강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적으로 IPC 멤브레인은 건조 후 상당히 강

성이다. 이는 표면 직물들에서 필라멘트 쓰레드들에서 고리들로 인해, 스페이서 직물 자체의 가요성을 오히려 의외로 고려

하는 것이다. 이는 2개의 멤브레인 층들의 멤브레인 구조물 내로의 스페이서 직물의 모노필라멘트 고리의 고정/혼입에 의

해 설명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특히 더 많은 표면들을 제조할 수 있게 한다(예, 2m x 2m).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IPC 멤브레인의 주요 특성들은 다음과 같다:

- 일체형 스페이서 채널의 존재;

- 그의 역류 세정 능력;

- 그의 강성.

상기 특성들로부터, 여러 가지 신규한 멤브레인 모듈 개념들 및 용도들은 IPC 멤브레인에 의해 발생될 수 있다. 본 발명은

아래 기재되는 2개의 비제한적인 실시예들에 의해 추가로 예시된다.

용도들:

1. IPC-MBR 멤브레인 모듈 개념:

본 발명에 따른 멤브레인 생물 반응기(M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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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된 멤브레인 생물 반응기에 대한 이러한 새로운 개념은 IPC-MBR 멤브레인 모듈 개념이라 칭한다. 이러한 용도에 대

해, 일체형 투과물 채널은 별개의 투과물 스페이서 채널들이 갖는 특수 모듈 개념들에 대한 필요성 없이, 활성 슬러지 시스

템으로부터 투과물을 회수하는데 사용된다. 투과에 대한 구동력은 집적 투과성 채널 측면으로부터 인가되는 흡인력이다.

이러한 작용에 의해, 마이크로/한외 여과 품질에 의해 물은 활성 슬러지 시스템으로부터 발생된다.

투과물 채널 상으로 흡인력을 가함으로써, 먼저, 이른바 "IPC-MBR"이 실현되어야 한다. 이는 에폭시/폴리우레탄 유형의

수지, 또는 임의의 유형의 고무, 또는 고온 용융, 또는 임의의 유형의 용접 오퍼레이션 등의 밀봉재(7)에 의해 IPC-MBR 멤

브레인 (1)(도 6 및 7 참조)의 적어도 2개(바람직하게는 반대쪽) 에지들을 밀폐시킴으로써 행해진다. 다른 에지(들)은 개

방된 채로 남겨지고, 입구/출구 부(8)에 밀봉되어, 투과물이 배출되거나 또는 다시 공급되게 한다. 이어서, 입구/출구 부(8)

를 갖는 반대쪽 에지는 바람직하게는 수직 위치(상부)에 놓임으로써, 가스들은 용이하게 배출될 수 있다.

이와 같이 형성된 IPC-MBR 플레이트들(9)은 폐수 정화를 목적으로 다음 치수: 즉, 0.5m 내지 2m의 폭; 및 0.5m 내지 2

m의 높이를 가질 수 있다.

MBR 모듈을 형성하기 위해, IPC-MBR 플레이트들(9)은 서로 1 내지 10 mm 거리에 위치한 어레이들(많은 이들 IPC-

MBR 플레이트들을 함유함) 내에 수직으로 위치하여 공기 방울들이 멤브레인을 통과하게 한다.

바람직하게는, 모듈 바닥에 통기 시스템이 놓이고, 이는 활성 슬러지 시스템의 박테리아를 위해 멤브레인을 세정하고, 산

소를 공급하는 작용을 한다.

IPC-MBR 모듈의 구성 성부들은 다음과 같다:

ㆍ 입구/출구 부와 함께 적어도 2개의 폐쇄된 에지 및 적어도 하나의 에지를 갖는 IPC-멤브레인 플레이트들

ㆍ 이들 IPC 플레이트들의 어레이

ㆍ 바닥에 있는 임의의 통기 시스템

2. IPC-나선형 UF 멤브레인 모듈 개념:

본 발명에 따른 IPC-나선형 UF 멤브레인:

IPC 멤브레인은 10 바 이상의 오퍼레이션에서 역류 세정 막전위 압력(TMP)을 지속시키고, 장기적인 멤브레인 수명을 보

장한다. 이러한 목적의 IPC 멤브레인들은 바람직하게는 1 내지 3mm 두께를 갖는다. 도 11에서, IPC 나선형 멤브레인 모

듈 개념에 대한 개략도가 주어진다.

IPC 멤브레인 입들(32)은 엔벨로프형 멤브레인 유형들과 마찬가지로 중심 투과물 튜브(31)에 접속된다. IPC 나선형 멤브

레인(30)에서, 2개의 멤브레인 표면들은 스페이서 쓰레드(필러들)의 길이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투과물 스페이서에 대

한 필요성이 없다.

또한, 특수 피드 스페이서를 사용하고, 특수 바이-패쓰 스페이서들을 도입하는 것이 권장된다. 직선 A-A/에 따른 IPC 나

선형 UF 멤브레인의 세부도는 도 13에 나타낸다. 일체형 투과물 채널, 피드 스페이서들(33) 및 바이-패쓰 스페이서들(34)

과 함께 멤브레인(32)의 배열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형태를 위한 각각의 치수로 나타낸다.

특수 피드 스페이서(33)는 역류 세정 오퍼레이션 동안 입자 추방력 증진시키도록 권장된다. 이는 멤브레인 모듈(30)의 2개

의 상부 측면들로 농축물을 안내함으로써 달성된다. 이 스페이서는 대량의 PE, PP 또는 PES 호일(22)과 이 호일의 양 측

면의 연속적인 리브들(21)로 구성된다. 이 리브들(21)은 멤브레인 모듈의 수직 방향이다. 이러한 신규한 스페이서의 전체

두께는 바람직하게는 0.5 내지 3 mm이고, 리브 높이는 0.2 내지 1 mm이고, 호일 두께는 0.05 내지 0.3 mm이다. 호일 상

의 리브들 사이의 거리는 바람직하게는 5 내지 30 mm이다.

도 8 및 9는 특수 피드 스페이서의 개략적인 대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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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패쓰 스페이서들(34)은 또한 보다 큰 모듈들에서 역류 세정 오퍼레이션 동안 입자 추방력을 증진시키도록 권장된다.

사실 상, 그것은 특수 피드 스페이셔(33)와 상당히 유사하다. 더욱이, 그것은 피드 바이-패쓰(23)를 함유한다(도 9 참조).

바이-배쓰 스페이서의 피드 바이-패쓰(33)는 2가지 기능을 갖는다:

ㆍ 제1 기능은 역류 세정 오퍼레이션 동안 입자 추방을 돕는 것이다. 도 10에서, 240 인치 길이의 압력 용기는 60인치 길

이의 4 멤브레인 모듈과 함께 도시된다. 역류 세정에 따라, 모듈 C로부터 농축물은 동시에 역류-세정되고 있는 모듈 D의

피드 스페이서를 통해 통과되어야 한다. 따라서, 모듈 D의 바이-패쓰 스페이서는 모듈 C로부터 농축물의 추방을 위해 사

용된다. 모듈 B의 농축물에 대해 모듈 A의 바이-패쓰 스페이서에 대한 유사한 오퍼레이션.

ㆍ 제2 기능은 압력 용기의 모든 모듈들 및 특히 여과 중간의 모듈들(모듈 B 및 C)을 통해 공급수에 기여하는데 조력해야

한다.

이들 기능들은 장 기간에 걸쳐 안정한 막전위 압력(TMP)을 유지하고, 멤브레인의 화학적 세정을 연기하는데 중요하다.

UF 및 MF 멤브레인에서 낮은 막전위 압력으로 인해, 압력 손실을 피하기 위해 모듈들은 병렬로 수압에 의해 배치된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본 발명에 따른 멤브레인의 용도는 무수히 많으며, MBR, 마이크로 여과(microfiltration), 한외 여과, 멤브레인 증류, 과다

증발(pervaporation), 증기 투과, 가스 분리, 지지된 액체 멤브레인 및 퍼트랙션(pertraction)

약어:

다음 약어들이 사용된다:

ㆍ HPC: 히드록시프로필셀룰로스

ㆍ CMC 카르복시메틸셀룰로스

ㆍ PVP: 폴리비닐피롤리돈

ㆍ PVPP: 가교된 폴리비닐피롤리돈

ㆍ PVA: 폴리비닐알콜

ㆍ PVAc: 폴리비닐아세테이트

ㆍ PEO: 폴리에틸렌옥사이드

ㆍ PVC: 폴리비닐클로라이드

ㆍ C-PVC: 염소화된 폴리비닐클로라이드

ㆍ PSf: 폴리설폰

ㆍ PESU: 폴리설폰

ㆍ PPS: 폴리페닐렌 설파이드

ㆍ PU: 폴리우레탄

ㆍ PVDF: 폴리비닐리덴 플루오라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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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PI: 폴리이미드

ㆍ PAN: 폴리아크릴로니트릴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3D 스페이서 직물의 측면도.

도 2는 3D 스페이서 직물의 정면 표면도.

도 3은 모노필라멘트에 의한 상위 및 하위 표면 간의 접속의 세부도를 보여주는 도면.

도 4는 코팅 및 상-전환 공정에 의해 도포된 2개의 멤브레인 층들과 함께 본 발명에 따른 IPC-MBR의 단면(SEM-사진)을

보여주는 사진.

도 5는 코팅 및 상-전환 공정에 의해 도포된 2개의 멤브레인 층(도 4에 나타낸 바와 동일한 멤브레인)과 함께 본 발명에 따

른 IPC-MBR 멤브레인의 단면(광학 사진)을 보여주는 도면.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IPC 멤브레인을 개략적으로 보여주는 도면.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IPC 멤브레인 플레이트를 개략적으로 보여주는 도면.

도 8은 특수 피드 스페이서의 단면을 개략적으로 보여주는 도면.

도 9는 바이패쓰들을 갖는 특수 피드 스페이서의 단면을 개략적으로 보여주는 도면.

도 10은 역류 세정에 따라 240 인치 길이 압력 용기에서 4 나선형 IPC 멤브레인 모듈을 개략적으로 나타내는 도면.

도 11은 나선형 멤브레인 모듈의 단면의 개략적 사진을 보여주는 도면.

도 12는 나선형 멤브레인의 직선 A-A'에 따른 세부도를 보여주는 도면.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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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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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도면7

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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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도면10

도면11

도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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