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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폴리술폰계 폴리머와 친수성 코폴리머를 포함하는 단일상블렌드로 이루어진 친수성 폴리머막

요약

폴리술폰계 폴리머 및 폴리(비닐피롤리돈-스티렌) 코폴리머를 포함하는 단일상 블렌드로 이루어져 있으며, 네트웍 구조의

유로가 구비된 폴리머막을 개시한다.

본 발명에 따른 이 폴리머막은, 종래의 폴리술폰 분리막에 비하여 용질 제거율의 저하없이 수투과도가 대폭 향상되고, 수

처리용 분리막으로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분리막 오염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 따라서, 본 발명을 이용한 폴리머

막을 수용액을 처리하기 위한 분리막으로서 이용하면 한외여과 공정, 정밀여과 공정 등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

다.

대표도

도 2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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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폴리술폰을 포함한 캐스팅 용액으로부터 제조된 분리막의 전자현미경 단면 사진이다.

도 2는 폴리술폰과 70 질량% 비닐피롤리돈을 포함하고 있는 폴리(비닐피롤리돈-스티렌) 코폴리머를 포함한 캐스팅 용액

으로부터 제조된 분리막의 전자현미경 단면 사진이다.

도 3은 폴리술폰과 30 질량% 비닐피롤리돈을 포함하고 있는 폴리(비닐피롤리돈-스티렌) 코폴리머를 포함한 캐스팅 용액

으로부터 제조된 분리막의 전자현미경 단면 사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폴리술폰계 폴리머와 친수성 코폴리머를 포함하는 단일상 블렌드로 이루어진 친수성 폴리머막에 관한 것이다.

더욱 상세하게는, 폴리술폰계 폴리머와 폴리(비닐피롤리돈-스티렌) 코폴리머의 단일상 블렌드를 사용하여 제조된 친수성

폴리머막으로서 분리막으로 유용한 것에 관한 것이다.

유기화합물, 중금속, 염 등에 의한 각종 수자원의 오염은 환경, 인간의 건강, 및 경제적 측면 등에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

고 있다. 공업폐수, 생활하수, 상수원 등의 처리를 위해 여러 가지 분리기술이 개발되어 왔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분리기

술은 대부분 흡착, 추출, 분별증류 등을 이용한 것이나, 이들은 많은 시설투자와 과다한 에너지 소모가 문제점으로 지적되

고 있다. 따라서, 에너지 소모량 및 설비투자비가 작고, 친환경적인 장점이 있는 폴리머막을 이용한 분리기술에 관심이 집

중되고 있다.

폴리술폰 폴리머막은 기계적, 열적, 화학적 특성 및 용질 배제율이 우수하여 종래부터 수처리용 분리막으로서 널리 사용되

고 있지만, 소수성에 기인한 낮은 수투과도와 용질간의 소수성 상호작용으로 인한 파울링 현상에 의한 폴리머막의 오염이

커다란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폴리술폰 폴리머막의 소수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상기 폴리머막에 친수성을 부여하기 위한 시도로서, 폴리술폰에 폴

리비닐피롤리돈 또는 폴리에틸렌글리콜 등의 친수성 고분자를 첨가하는 방법이 문헌[Cabasso, Israel et al, Polysulfone

hollow fibers, I., Spinning and Properties", Journal of Applied Polymer Science, Vol. 20, pp. 2377-2394]에 개시된

바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폴리머막 중에 포함된 친수성 고분자가 폴리머막 제조 도중 및/또는 사용 도중 물에 용해되어

제거되므로 폴리머막에 충분한 친수성을 부여할 수 없어서 수투과도 향상 효과가 미약할 뿐만 아니라 잔존 친수성 고분자

가 수질을 오염시키는 새로운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다.

한편, 플라즈마 처리에 의하여 폴리술폰 폴리머막을 친수성화하는 방법은 폴리술폰 폴리머막의 수투과도를 어느 정도 향

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 방법은 폴리술폰 폴리머막을 화학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드는 문제점을 야기한다.

일본특허공개공보 소58-104910호는 가교제를 사용하여 폴리술폰에 친수성 고분자를 고정화시키는 방법을 개시하고 있

으나, 고정화 조작이 복잡하고, 처리후의 폴리술폰 폴리머막의 화학적 안정성이 불량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한편, 친수성 폴리머, 예를 들면 폴리비닐알코올,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 폴리아크릴로니트릴 등의 친수성 소재로 제조된

폴리머막은 열적 및/또는 화학적 특성도 만족스럽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쁜 초기분리성능 및 사용에 따른 분리성능의 저하

및 분리막 클리닝을 자주 할 필요성 등의 분리막으로서 사용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폴리술폰계 폴리머의 장점인 우수한 기계적, 열적, 화학적 특성을 유지하

면서 이에 간단한 방법으로 친수성을 부여하여 수처리용 분리막으로서 사용할 때 용질 제거율, 수투과도, 및 내파울링성이

우수한 폴리머막을 제공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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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제1 표면 및 제2 표면을 구비한 폴리머막으로서,

상기 폴리머막은 상기 제1 및 제2 표면상의 기공들 사이의 유로의 망상 구조의 네트웍(a reticulated network of flow

channels)을 포함하며,

상기 폴리머막은 또한 폴리술폰계 폴리머 및 폴리(비닐피롤리돈-스티렌) 코폴리머를 포함하는 단일상 블렌드로 이루어져

있으며, 상기 폴리(비닐피롤리돈-스티렌) 코폴리머는 상기 폴리술폰계 폴리머와 단일상을 형성할 수 있는 범위의 함량으

로 존재하는 폴리머막을 제공한다.

상기 다른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상기 단일상의 폴리머막을 구비한 필터를 포함하며, 한외여과, 정밀여과 또는 역삼투여과에 유용한 분리장

치를 제공한다.

현재까지 폴리술폰계 폴리머를 포함하는 단일상의 폴리머 블렌드는 본 발명자들이 아는 한 알려져 있지 않았다. 그러나,

본 발명의 폴리머막은 소수성의 폴리술폰계 폴리머 및 친수성의 폴리(비닐피롤리돈-스티렌) 코폴리머를 포함하는 단일상

의 블렌드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폴리머막은 폴리술폰계 폴리머 재료의 장점인 우수한 기계적, 열적 및 화학

적 특성은 유지하면서도 이 폴리술폰계 폴리머를 이용하여 수처리할 때 단점으로 작용하는 소수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즉, 본 발명의 폴리머막은 폴리술폰계 폴리머 재료의 장점인 우수한 기계적, 열적 및 화학적 특성과 폴리(비닐피롤리돈-스

티렌) 코폴리머에 기인하는 탁월한 수투과도와 내파울링성을 결합한 것이므로 수처리용 분리막으로서 유용하다.

따라서, 본 발명의 폴리머막에 의하면, 폴리술폰계 폴리머 분리막이 갖는 우수한 기계적, 열적, 화학적 성질 및 용질 배제

율을 유지하면서도 폴리술폰계 폴리머 분리막의 단점인 낮은 수투과도와 장시간 사용에 따른 성능 저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본 발명의 폴리머막은 한외여과막, 정밀여과막, 역삼투 복합막의 지지막 등으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이하, 본 발명의 폴리머막 및 이의 제조방법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본 발명의 폴리머막은, 제1 표면 및 제2 표면을 구비한 폴리머막으로서,

상기 폴리머막은 상기 제1 및 제2 표면상의 기공들 사이의 유로의 망상 구조의 네트웍(a reticulated network of flow

channels)을 포함하며,

상기 폴리머막은 또한 폴리술폰계 폴리머 및 폴리(비닐피롤리돈-스티렌) 코폴리머를 포함하는 단일상 블렌드로 이루어져

있으며, 상기 폴리(비닐피롤리돈-스티렌) 코폴리머는 상기 폴리술폰계 폴리머와 단일상을 형성할 수 있는 범위의 함량으

로 존재하는 폴리머막이다.

상기 폴리술폰계 폴리머는 폴리술폰, 폴리에테르술폰, 및 폴리아릴술폰으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된 것이 우수한 용질 배

제율, 높은 유리전이온도, 높은 인장강도 등을 포함하는 기계적, 열적 및 화학적 특성을 유지하는데 유리하다. 이러한 바람

직한 폴리술폰계 폴리머의 구체적인 예로서는 그 반복단위가 하기의 화학식 1로 표시되는 폴리술폰, 폴리에테르술폰 또는

폴리아릴술폰 폴리머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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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식 1

.

상기 폴리술폰계 폴리머의 중량평균분자량은 특별히 제한되지 않지만, 3,000 ~ 200,000인 것이 바람직하고, 10,000 ~

200,000인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중량평균분자량이 3,000 미만이면 기계적 및 열적 특성 등이 실용적인 목적상 불충분

하고, 중량평균분자량이 200,000을 초과하면 용해도 저하현상이 나타나 폴리머 막 캐스팅 용액을 제조하는 공정성을 나

쁘게 한다. 그러나, 상기 중량 평균 분자량이 200,000을 초과한다하더라고 위와 같은 공정상의 문제점을 제외하면 실용상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

상기 폴리(비닐피롤리돈-스티렌) 코폴리머는 비닐피롤리돈과 스티렌의 랜덤 코폴리머, 블록 코폴리머, 및 그래프트 코폴

리머 등 비닐피롤리돈과 스티렌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어떠한 구조의 것이라도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그중에서 라디칼

개시제에 의한 중합반응에 의하여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랜덤 코폴리머가 경제적 측면에서 바람직하게 이용될 수 있다.

상기 폴리(비닐피롤리돈-스티렌) 코폴리머의 비닐피롤리돈 잔기 함량 : (비닐피롤리돈 잔기 + 스티렌 잔기) 함량의 비는

60질량% ~ 90질량%인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폴리(비닐피롤리돈-스티렌) 코폴리머의 비닐피롤리돈 잔기의 함량이 60질

량% 미만이면 폴리술폰계 폴리머와의 상용성이 부족하여 단일상의 블렌드를 형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폴리머막의 친

수성이 충분하지 않아서 수투과도 향상과 분리막 오염 방지 효과가 불충분하고, 상기 비닐피롤리돈 잔기의 함량이 90질

량%를 초과하면 역시 폴리술폰계 폴리머와의 상용성이 부족하여 단일상의 블렌드를 형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얻어진

폴리머막의 친수성이 너무 커져서 물에 의해 많이 팽윤되는 문제점도 있다.

상기 폴리(비닐피롤리돈-스티렌) 코폴리머의 중량평균분자량은 특별히 한정되지 않지만, 3,000 ~ 500,000인 것이 바람

직하고, 10,000 ~ 300,000인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중량평균분자량이 3,000 미만이면 기계적 및 열적 특성 등이 실용적

인 목적상 불충분하고, 중량평균분자량이 500,000을 초과하면 용해도 저하현상이 나타나 폴리머 막 캐스팅 용액을 제조

하는 공정성을 나쁘게 한다. 그러나, 상기 중량 평균 분자량이 500,000을 초과한다 하더라고 위와 같은 공정상의 문제점을

제외하면 실용상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

등록특허 10-0593816

- 4 -



한편, 본 발명의 폴리머막을 이루는 상기 블렌드에 있어서, 폴리(비닐피롤리돈-스티렌) 코폴리머 함량 : (폴리술폰계 폴리

머 + 폴리(비닐피롤리돈-스티렌) 코폴리머) 함량의 비, 즉 상기 블렌드중의 유기 폴리머 전체의 중량을 기준으로 한 폴리

(비닐피롤리돈-스티렌) 코폴리머의 함량은 3질량% ~ 50질량%인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함량이 3 질량% 미만이면 수투

과도 저하, 및 분리막 오염 방지효과가 불충분하고, 50 질량%를 초과하면 분리막의 기계적 및 열적 특성이 불량해지는 문

제점이 있다.

본 발명의 폴리머막은 언급한 바와 같이 소수성의 폴리술폰계 폴리머 및 친수성의 폴리(비닐피롤리돈-스티렌) 코폴리머를

포함하는 단일상의 블렌드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폴리머막은 폴리술폰계 폴리머 재료의 장점인 우수한 기

계적, 열적 및 화학적 특성과 폴리(비닐피롤리돈-스티렌) 코폴리머에 기인하는 탁월한 수투과도와 내파울링성을 결합한

것이므로 수처리용 분리막으로서 유용하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단일상 블렌드의 폴리머막은 한외여과막, 정밀여과막

또는 역삼투 복합막의 지지막으로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이하에서는, 본 발명에 따른 폴리머막을 제조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1) 코폴리머의 제조

먼저, 폴리머막에 충분한 친수성을 부여할 수 있는 모노머 및 폴리술폰계 폴리머와의 상용성을 부여할 수 있는 소수성 코

모노머를 선정하여 이들을 공중합함으로써 소수성의 폴리술폰계 폴리머와 단일상의 블렌드를 형성할 수 있으면서도 폴리

머막이 수처리용 분리막으로 기능하기에 적당한 친수성을 부여할 수 있는 코폴리머를 제조한다.

사용될 수 있는 친수성 모노머로서는 후속의 중합공정의 편리성을 감안할 때, 비닐 아세테이트, 아크릴산, 메타크릴산, 아

크릴로니트릴, 비닐 피리딘, 비닐 피롤리돈, 폴리에틸렌글리콜 아크릴레이트, 폴리에틸렌글리콜 메타크릴레이트, 비닐설

폰산(vinylsulfonic acid) 및 그 소디움염, 비닐이미다졸, 스티렌 설폰산(styrenesulfonic acid) 및 그 소디움염 등을 들 수

있다.

사용될 수 있는 소수성 코모노머로서는 에틸렌, 프로필렌, 스티렌, ??-메틸 스티렌, 비닐 톨루엔, 알킬 아크릴레이트, 알킬

메타크릴레이트, 비닐 클로라이드, 비닐 벤질클로라이드, 비닐리덴 클로라이드, 비닐 노르보넨 등을 들 수 있다.

상기한 모노머 중에서 소수성 모노머로서 스티렌 및 친수성 모노머로서 비닐 피롤리돈을 상기한 함량비가 되도록 공중합

함으로써 얻은 폴리(비닐피롤리돈-스티렌) 코폴리머가 폴리설폰계 폴리머와의 상용성 및 적당한 친수성을 부여하는 데 있

어서 바람직하다.

한편, 상기한 소수성 모노머와 친수성 모노머의 공중합은 모노머의 성질에 따라 종래로부터 본 발명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라디칼 중합방법, 음이온 중합방법, 또는 양이온 중합방법 등을 적의 선택하여 이루어질 수 있으나, 경제성 및 간편성 등의

면에서 라디칼 중합방법에 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디칼 메커니즘에 의하여는 경우 사용될 수 있는 개시제로서는 BPO(benzoyl peroxide), 숙신산 퍼옥사이드(succinic

peroxide), 디라우로일 퍼옥사이드(dilauryl peroxide), 디큐밀 퍼옥사이드(dicumyl peroxide)와 같은 퍼옥사이드계 개

시제; AIBN(2,2-azo-bis-isobutyronitrile), 아조비스(2,4-디메틸 발레로니트릴)과 같은 아조계 개시제를 들 수 있으며,

그 사용량은 모노머의 총합 100중량부에 대하여 0.001 내지 10중량부인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인 중합양식으로서는 벌크중합, 용액중합, 에멀션중합, 서스펜션 중합 등을 모노머의 성질에 따라 적의 선택하여 실

시할 수 있다.

(2) 캐스팅 용액 제조

이어서, (1)에서 제조된 코폴리머와 폴리술폰계 폴리머를 모두 용해시킬 수 있는 용매를 이용하여 상기 두 폴리머가 균일

하게 혼합된 캐스팅 용액을 제조한다. 폴리(비닐피롤리돈-스티렌) 코폴리머 함량 : (폴리술폰계 폴리머 + 폴리(비닐피롤

리돈-스티렌) 코폴리머) 함량의 비를 3 질량% ~ 50 질량%로 하여 적정량의 용매에 용해시킨다. 이때, 상기 두 폴리머의

총함량은 캐스팅 용액의 총중량을 기준으로 10 ~ 30 질량%가 되도록 조절한다. 상기 두 폴리머의 총함량이 10 질량% 미

만이면 캐스팅 용액의 농도가 작아서 분리막을 제조하기 어렵고, 30 질량%를 초과하면 캐스팅 용액의 농도가 너무 커서

이로부터 제조된 박막의 두께가 증가하여 분리막 성능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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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술폰계 폴리머와 폴리(비닐피롤리돈-스티렌) 코폴리머를 사용하여 캐스팅 용액을 제조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용매

로서는 NMP(N-2-메틸-피롤리돈), DMF(N,N-디메틸포름아미드), DMSO(디메틸설폭사이드), DMAc(N,N-디메틸아세

트아미드) 등을 들 수 있다.

(3) 폴리머막의 제조

마지막으로, 상기 캐스팅 용액을 적당한 유리판, 부직포 등의 적당한 지지체상에 캐스팅하여 폴리머막을 제조한다. 폴리머

막의 두께는 0.5 ~ 3 mm로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폴리머막의 두께가 0.5 mm 미만이면 폴리머막을 형성하기 어렵

고, 3 mm를 초과하면 분리막의 성증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하여 얻어진 폴리머막을 겔화조에서 함침시키켜서 폴리머막의 양표면상에 기공들을 형성한다. 겔화조로서는 수조

(water bath)가 바람직하다. 폴리머막을 수조에 함침시키면, 폴리머막 내에 트랩핑된 용매가 추출되어 나온 공간에 기공

이 형성되어 분리막이 완성된다. 이들 기공들은 폴리머막의 양 표면 사이에서 서로 연결되어 유로를 이루며, 이들 유로는

폴리머막내에서 망상 구조의 네트웍(a reticulated network)을 이룬다.

(4) 분자량 측정법

본 발명에서 분자량은 다음과 같이 GPC(Gel Permeation Chromatography)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GPC 장치로서는

일본 JASCO사제의 RI(Reflective Index) 디텍터(모델명: JASCO RI-1530), HPLC(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펌프(모델명: JASCO PU-1580), 및 컬럼 써모스태트(모델명: JASCO CO-1560)로 이루어진 GPC 장

치를 이용하였다. 분자량 측정은 측정하고자 하는 폴리머를 1ppm 농도로 메틸렌 클로라이드에 용해시킨 용액을 상온에서

미국의 Phenomenex사의 PHENOGEL 컬럼에 2시간에 걸쳐 유출시키는 조건에서 측정하였다. 상기 컬럼의 분자량 측정

범위는 500 ~ 1,000,000였다.

이하, 실시예를 통하여 본 발명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만, 이는 본 발명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일 뿐, 본 실시예에

의하여 본 발명의 권리범위가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폴리(비닐피롤리돈-스티렌) 코폴리머의 합성

실시예 1

비닐피롤리돈 모노머 80 질량%, 스티렌 모노머 20 질량%, 및 상기 두 모노머의 총중량을 기준으로 개시제 AIBN 0.05 질

량%를 반응용기내에 혼합한 후 60 ~ 80℃에서 24시간동안 공중합시켜 폴리(비닐피롤리돈-스티렌) 코폴리머를 제조하였

다. 이렇게 제조된 코폴리머를 진공오븐에서 80℃에서 이틀간 충분히 건조하였고, 다시 120℃까지 승온시켜 수일간 충분

히 건조시켜 폴리(비닐피롤리돈-스티렌) 코폴리머["PVPS-A"라 칭함]켰다.

상기 "PVPS-A"에 대하여 원소 분석을 통하여 코폴리머의 조성을 분석한 결과, 비닐피롤리돈 잔기의 함량은 약 70질량%,

스티렌 잔기의 함량은 약 30 질량% 였다.

실시예 2

비닐피롤리돈 모노머 함량을 70 질량%, 스티렌 모노머 함량을 30 질량%로 조절한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1과 동일한 공

중합 방법으로 폴리(비닐피롤리돈-스티렌) 코폴리머["PVPS-B"라 칭함]를 제조하였다.

상기 "PVPS-B"에 대하여 원소 분석을 통하여 코폴리머의 조성을 분석한 결과, 비닐피롤리돈 잔기의 함량은 약 60질량%,

스티렌 잔기의 함량은 약 40 질량% 였다.

실시예 3

비닐피롤리돈 모노머 함량을 30 질량%, 스티렌 모노머 함량을 70 질량%로 조절한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1과 동일한 공

중합 방법으로 폴리(비닐피롤리돈-스티렌) 코폴리머["PVPS-C"라 칭함]를 제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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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PVPS-C"에 대하여 원소 분석을 통하여 코폴리머의 조성을 분석한 결과, 비닐피롤리돈 잔기의 함량은 약 20질량%,

스티렌 잔기의 함량은 약 80 질량% 였다.

실시예 4

비닐피롤리돈 모노머 함량을 40 질량%, 스티렌 모노머 함량을 60 질량%로 조절한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1과 동일한 공

중합 방법으로 폴리(비닐피롤리돈-스티렌) 코폴리머["PVPS-D"라 칭함]를 제조하였다.

상기 "PVPS-D"에 대하여 원소 분석을 통하여 코폴리머 조성을 분석한 결과, 비닐피롤리돈 잔기의 함량은 약 30질량%, 스

티렌 잔기의 함량은 약 70 질량% 였다.

실시예 5

비닐피롤리돈 모노머 함량을 50 질량%, 스티렌 모노머 함량을 50 질량%로 조절한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1과 동일한 공

중합 방법으로 폴리(비닐피롤리돈-스티렌) 코폴리머["PVPS-E"라 칭함]를 제조하였다.

상기 "PVPS-E"에 대하여 원소 분석을 통하여 코폴리머 조성을 분석한 결과, 비닐피롤리돈 잔기의 함량은 약 40질량%, 스

티렌 잔기의 함량은 약 60 질량% 였다.

실시예 6

비닐피롤리돈 모노머 함량을 60 질량%, 스티렌 모노머 함량을 40 질량%로 조절한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1과 동일한 공

중합 방법으로 폴리(비닐피롤리돈-스티렌) 코폴리머["PVPS-F"라 칭함]를 제조하였다.

상기 "PVPS-F"에 대하여 원소 분석을 통하여 코폴리머 조성을 분석한 결과, 비닐피롤리돈 잔기의 함량은 약 50질량%, 스

티렌 잔기의 함량은 약 50 질량% 였다.

실시예 7

비닐피롤리돈 모노머 함량을 75 질량%, 스티렌 모노머 함량을 25 질량%로 조절한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1과 동일한 공

중합 방법으로 폴리(비닐피롤리돈-스티렌) 코폴리머["PVPS-G"라 칭함]를 제조하였다.

상기 "PVPS-G"에 대하여 원소 분석을 통하여 코폴리머 조성을 분석한 결과, 비닐피롤리돈 잔기의 함량은 약 65질량%, 스

티렌 잔기의 함량은 약 35 질량% 였다.

실시예 8

비닐피롤리돈 모노머 함량을 85 질량%, 스티렌 모노머 함량을 15 질량%로 조절한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1과 동일한 공

중합 방법으로 폴리(비닐피롤리돈-스티렌) 코폴리머["PVPS-H"라 칭함]를 제조하였다.

상기 "PVPS-H"에 대하여 원소 분석을 통하여 코폴리머 조성을 분석한 결과, 비닐피롤리돈 잔기의 함량은 약 80질량%, 스

티렌 잔기의 함량은 약 20 질량% 였다.

실시예 9

비닐피롤리돈 모노머 함량을 93 질량%, 스티렌 모노머 함량을 7 질량%로 조절한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1과 동일한 공

중합 방법으로 폴리(비닐피롤리돈-스티렌) 코폴리머["PVPS-I"라 칭함]를 제조하였다.

상기 "PVPS-I"에 대하여 원소 분석을 통하여 코폴리머 조성을 분석한 결과, 비닐피롤리돈 잔기의 함량은 약 90질량%, 스

티렌 잔기의 함량은 약 10 질량% 였다.

실시예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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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피롤리돈 모노머 함량을 95 질량%, 스티렌 모노머 함량을 5 질량%로 조절한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1과 동일한 공

중합 방법으로 폴리(비닐피롤리돈-스티렌) 코폴리머["PVPS-J"라 칭함]를 제조하였다.

상기 "PVPS-J"에 대하여 원소 분석을 통하여 코폴리머 조성을 분석한 결과, 비닐피롤리돈 잔기의 함량은 약 92질량%, 스

티렌 잔기의 함량은 약 8 질량% 였다.

단일상 폴리머 블렌드 형성 확인 실험

실시예 11

실시예 7에서 합성된 65질량%의 비닐 피롤리돈 잔기를 포함하는 "PVPS-G" 0.05g(50질량%)와 폴리술폰(Amoco사,

Udel P-1700) 0.05g(50질량%)를 99.9g의 NMP에 넣고 교반하여 얻은 균일한 용액을 캐스팅하고 130℃의 진공오븐에

서 24시간 동안 건조하여 두께 0.02mm의 투명한 필름을 제조하였다.

이 필름의 10mg 시료를 220℃에서 5분간 유지한 후 30℃/min의 속도로 약 25℃까지 냉각한 후, 다시 10℃/min의 속도로

250℃까지 승온하는 조건으로 시차주사열량계(TA Instrument사, DSC-2010)를 이용하여 유리전이 온도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PVPS-G"의 유리전이온도와 상기 비스페놀-A 폴리술폰의 그것의 중간값 정도인 160℃에서 상기 필름은 하나의

유리 전이 피크를 나타냈다. 이 결과로부터 상기 필름은 단일상의 블렌드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PVPS-G"의 혼합비를 5 질량%, 30 질량%, 40 질량%, 60 질량%, 70 질량%, 및 95 질량%로 상기 폴리설폰과 혼합

하여 제조한 필름들은 모두 그 외관이 투명하였고, 모두 하나의 유리전이 피크를 나타냈었다. 이 결과로부터, 65 질량% 비

닐피롤리돈을 포함하는 상기 "PVPS-G" 폴리머는 상기 폴리술폰과 5 질량% ~ 95 질량%의 혼합비에서 단일상의 폴리머

블렌드를 형성함을 알 수 있었다. 이 밖의 혼합비에서도 상기 양 폴리머는 단일상의 폴리머 블렌드를 형성하는 것이 관찰

되었다. 따라서, 상기 양 폴리머는 모든 혼합비에서 단일상의 폴리머 블렌드를 형성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실시예 12

실시예 8에서 합성한 80 질량%의 비닐피롤리돈 잔기를 포함하는 "PVPS-H"와 폴리술폰을 이용한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

예 11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얻어진 필름에 대하여 투명도 관찰과 시차주사열량계 시험을 행하였다.

이 결과로부터, "PVPS-H"는 폴리술폰과 모든 혼합비에서 단일상의 폴리머 블렌드를 형성함을 알 수 있었다.

실시예 13

실시예 9에서 합성한 90 질량%의 비닐피롤리돈 잔기를 포함하는 "PVPS-I"와 폴리술폰을 이용한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11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얻어진 필름에 대하여 투명도 관찰과 시차주사열량계 시험을 행하였다.

이 결과로부터, "PVPS-I"는 폴리술폰과 모든 혼합비에서 단일상의 폴리머 블렌드를 형성함을 알 수 있었다.

실시예 14

실시예 6에서 합성한 50 질량%의 비닐피롤리돈 잔기를 포함하는 "PVPS-F"와 폴리술폰을 이용한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

예 11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얻어진 필름에 대하여 투명도 관찰과 시차주사열량계 시험을 행하였다.

그 결과, 상기 필름은 불투명하였고, 시차주사열량계 시험에서 상기 두 폴리머의 유리전이피크를 나타냈다. 이로부터, 상

기 필름은 단일상이 아닌 두개의 상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었다.

실시예 15

실시예 4에서 합성한 30 질량% 비닐피롤리돈 잔기를 포함하는 "PVPS-D"와 폴리술폰을 이용한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11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얻어진 필름에 대하여 투명도 관찰과 시차주사열량계 시험을 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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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모든 혼합비에서 상기 필름은 불투명하였고, 시차주사열량계 시험에서 상기 두 폴리머의 유리전이피크를 나타냈

다. 이로부터, 상기 필름은 단일상이 아닌 두개의 상을 갖는 폴리머 블렌드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었다.

실시예 16

실시예 8에서 합성한 80 질량% 비닐피롤리돈 잔기를 포함하는 "PVPS-H"와 폴리에테르술폰(ICI Americas, Inc.,

Victrex)을 이용한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11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얻어진 필름에 대하여 투명도 관찰과 시차주사

열량계 시험을 행하였다.

이 결과로부터, "PVPS-H"는 폴리에테르술폰과 모든 혼합비에서 단일상의 블렌드를 형성함을 알 수 있었다.

실시예 17

실시예 4에서 합성한 30 질량% 비닐피롤리돈 잔기를 포함하는 "PVPS-D"와 폴리에테르술폰을 이용한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11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얻어진 필름에 대하여 투명도 관찰과 시차주사열량계 시험을 행하였다.

그 결과, 모든 혼합비에서 상기 필름은 불투명하였고, 시차주사열량계 시험에서 상기 두 폴리머의 유리전이피크를 나타냈

다. 이로부터, 상기 필름은 단일상이 아닌 두개의 상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었다.

실시예 18

실시예 1에서 합성한 70 질량% 비닐피롤리돈 잔기를 포함하는 "PVPS-A"와 테트라메틸비스페놀-A 폴리술폰을 이용한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11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얻어진 필름에 대하여 투명도 관찰과 시차주사열량계 시험을 행하

였다.

이 결과로부터, "PVPS-H"는 폴리에테르술폰과 모든 혼합비에서 단일상의 블렌드를 형성함을 알 수 있었다.

상기 실시예 1 ~ 18의 결과로부터, 폴리술폰계 폴리머의 화학구조 및 폴리(비닐피롤리돈-스티렌) 코폴리머중의 비닐 피

롤리돈 잔기의 함량의 변화에 따라 이 양자의 블렌드가 단일상 형성 여부가 결정됨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상기 실시예

로부터, 폴리술폰은 폴리(비닐피롤리돈-스티렌) 코폴리머중의 비닐 피롤리돈 잔기의 함량이 65 질량% ~ 90 질량%일 때

단일상의 블렌드를 형성하였고, 폴리에테르술폰은 폴리(비닐피롤리돈-스티렌) 코폴리머중의 비닐 피롤리돈 잔기의 함량

이 60 질량% ~ 90 질량% 일 때 단일상의 블렌드를 형성하였고, 테트라메틸비스페놀-A 폴리술폰은 폴리(비닐피롤리돈-

스티렌) 코폴리머중의 비닐 피롤리돈 잔기의 함량이 70 질량% ~ 80 질량% 일 때 단일상의 블렌드를 형성하였다.

한편, 상기 테트라메틸비스페놀-A 폴리술폰은 다음과 같이 합성한 것이었다.

3,3',5,5'-테트라메틸 비스페놀 A 63.36g(222.8 mmol), 4,4'-디플루오로디페일 술폰 56.65g(222.8 mmol), K2CO3

46.56g(300.7 mmol)을 NMP 400㎖ 및 툴루엔 200㎖의 혼합용매에 넣은 후, 상기 모노머들이 용해될 때까지 교반하였다.

교반을 계속하면서, 서서히 반응온도를 140 ~ 150℃가 될 때까지 올린 후, 6 ~ 7시간에 걸쳐서 상기 혼합액중의 물과 톨

루엔을 증발시켰다. 이어서, 반응온도를 180 ~ 188℃로 승온한 후, 이 온도를 유지하면서 약 4시간 반응을 더 진행시켰다.

상기 혼합액의 온도를 약 50℃로 강온한 후 빙초산(glacial acetic acid) 20 ㎖을 상기 혼합액에 넣어 반응을 종료시켰다.

얻어진 결과물을 필터링하여 회수, 수세하고, 약 55℃의 진공오븐에서 24시간 이상 건조하여 테트라메틸비스페놀-A 폴리

술폰을 약 92%의 수율로 얻었다.

이하의 실시예에서는 본 발명에 따른 단일상 블렌드의 폴리머막과 종래의 폴리술폰 폴리머만으로 이루어진 폴리머막의 분

리막으로서의 성능을 비교한다.

실시예 19

상기 폴리술폰 17g 및 70 질량%의 비닐피롤리돈 잔기를 함유하는 "PVPS-A" 5g를 78g의 NMP 용매에 균일하게 용해시

켜 캐스팅 용액 A를 제조하였다. 이와 별도로 상기 폴리술폰 22g을 78g의 NMP 용매에 균일하게 용해시킨 캐스팅 용액 B

를 제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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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두 캐스팅 용액을 각각 별도의 부직포 위에 캐스팅하여 얻은 폴리머막들을 다시 수조(water bath)에 24 시간 함침시

켜 두께 0.15mm의 두개의 폴리머 분리막을 제조하였다.

도 1은 캐스팅 용액 B로부터 제조된 폴리술폰 분리막의 전자현미경 단면 사진이고, 도 2는 본 발명에 따라 캐스팅 용액 A

로부터 제조된 단일상 폴리머 분리막의 전자현미경 단면 사진이다.

도 1 및 도 2를 참조하면, 도 2의 본 발명에 따른 분리막도 도 1의 폴리술폰 폴리머만으로 이루어진 분리막과 같이 단일상

을 이루며, 상기 단일상의 폴리머막내에 미세기공들의 네트웍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상기 두 폴리머막의 분리막으로서의 성능을 조사하기 위해 용질 배제율의 척도로서 분획 분자량 측정과 수투과도 시험을

하였다. 분획분자량 측정은 폴리(에틸렌 글리콜)(PEG) 1000 ppm 수용액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그 결과, 두 폴리머막

모두 중량 평균 분자량이 20,000인 PEG를 약 95 질량% 이상 제거하였다. 그러나, 수투과도의 경우에는, 캐스팅 용액 A로

부터 제조된 본 발명의 단일상 폴리머막이 약 5.7 ℓ/m2ㆍatm ㆍhr의 수투과도를 나타냈고, 캐스팅 용액 B로부터 제조된

폴리머막이 약 14.3 ℓ/m2ㆍatm ㆍhr의 수투과도를 나타내서, 본 발명에 따른 폴리머막이 약 2.5 배 증가된 수투과도를 나

타냈다.

실시예 20

상기 폴리술폰 17g 및 30 질량%의 비닐피롤리돈 잔기를 함유하는 "PVPS-D" 5g을 사용한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19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폴리머 분리막을 제조하였다.

도 3은 이 폴리머 분리막의 전자현미경 단면 사진이다. 도 3을 참조하면, 이 폴리머 분리막에서는 폴리술폰과 폴리(비닐피

롤리돈-스티렌) 사이에서 상분리가 나타나 단일상이 아닌 2개의 상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이 폴리머막은 약 23.0 ℓ/m2ㆍatm ㆍhr의 수투과도를 나타내어, 실시예 19의 캐스팅 용액 B로 부터 제조된 종래의 폴리술

폰 폴리머막에 비하여 약 4배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중량 평균 분자량이 20,000인 PEG가 약 7 질량% 만 제

거되어 용질 배제율은 폴리술폰 만으로 제조된 폴리머막에 비하여 많이 저하되었다.

실시예 21

상기 폴리술폰 11g 및 70 질량%의 비닐피롤리돈 잔기를 함유하는 "PVPS-D" 11g을 사용한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19

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폴리머 분리막을 제조하였다.

이 폴리머막도 단일상을 이루고 있음을 전자현미경 단면사진으로 부터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 폴리머막은 분획 분자

량을 측정한 결과 중량 평균 분자량이 20,000인 PEG를 약 95 질량% 제거하여 폴리술폰 분리막과 비슷한 용질 배제율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 폴리머막은 약 26 ℓ/m2ㆍatm ㆍhr의 수투과도를 나타내어, 종래의 폴리술폰 분리막에 비하여 약 4.5

배 증가된 수투과도를 나타냈다.

실시예 22

상기 폴리에테르술폰 17g 및 80 질량%의 비닐피롤리돈 잔기를 함유하는 "PVPS-H" 5g을 사용한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

예 19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폴리머 분리막을 제조하였다.

이 폴리머막도 단일상을 이루고 있음을 전자현미경 단면사진으로 부터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 폴리머막은 실시예 21

의 폴리머막과 같이 폴리술폰 폴리머막과 비슷한 용질 배제율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 폴리머막은 약 17 ℓ/m2ㆍatm ㆍhr

의 수투과도를 나타내어, 종래의 폴리술폰 분리막에 비하여 약 3배 증가된 수투과도를 나타냈다.

실시예 23

폴리에테르술폰 11g 및 80 질량%의 비닐피롤리돈 잔기를 함유하는 "PVPS-H" 11g을 사용한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19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폴리머 분리막을 제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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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폴리머막도 단일상을 이루고 있음을 전자현미경 단면사진으로 부터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 폴리머막은 실시예 21

의 폴리머막과 같이 폴리술폰 분리막과 비슷한 용질 배제율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 폴리머막은 약 31.5 ℓ/m2ㆍatm ㆍhr

의 수투과도를 나타내어, 종래의 폴리술폰 분리막에 비하여 약 5.5배 증가된 수투과도를 나타냈다.

실시예 24

상기 테트라메틸비스페놀-A 폴리술폰 17g 및 70 질량% 비닐피롤리돈 잔기를 함유하는 "PVPS-A" 5g을 사용한 것을 제

외하고는, 실시예 19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폴리머 분리막을 제조하였다.

이 폴리머막도 단일상을 이루고 있음을 전자현미경 단면사진으로 부터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 폴리머막은 실시예 21

의 폴리머막과 같이 폴리술폰 분리막과 비슷한 용질 배제율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 폴리머막은 약 22.2 ℓ/m2ㆍatm ㆍhr

의 수투과도를 나타내어, 종래의 폴리술폰 분리막에 비하여 약 3.5배 증가된 수투과도를 나타냈다.

실시예 25

비스페놀-A 폴리술폰 17g 및 70 질량%의 비닐피롤리돈 잔기를 함유하는 "PVPS-A" 5g을 사용한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

예 19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폴리머 분리막을 제조하였다.

이 폴리머막에 대하여 사용시간에 대한 성능변화를 조사한 결과, 폴리술폰 분리막의 수투과도는 2개월 사용후 초기값에

비하여 약 30%의 수투과도 저하가 관찰되었지만, 본 실시예에 따른 폴리머막은 초기값에 비하여 약 10% 정도만의 수투과

도 저하가 관찰되었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단일상 블렌드의 폴리머막은 내파울링성이 종래의 폴리술폰 폴리머막에 비

하여 훨씬 우수함을 알 수 있다.

실시예 26

비스페놀-A 폴리술폰 11g 및 70 질량%의 비닐피롤리돈 잔기를 함유하는 "PVPS-A" 11g을 사용한 것을 제외하고는, 실

시예 19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폴리머 분리막을 제조하였다.

이 폴리머막에 대하여 사용시간에 대한 성능변화를 조사한 결과, 폴리술폰 분리막의 수투과도는 2개월 사용후 초기값에

비하여 약 30%의 수투과도 저하가 관찰되었지만, 본 실시예에 따른 폴리머막은 초기값에 비하여 약 5% 정도만의 수투과

도 저하가 관찰되었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단일상 블렌드의 폴리머막은 내파울링성이 종래의 폴리술폰 폴리머막에 비

하여 훨씬 우수함을 알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상기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폴리술폰계 폴리머와 폴리(비닐리돈-스티렌) 코폴리머의 단일상 블렌드로 제조된 폴리

머막은, 종래의 폴리술폰 분리막에 친수성을 부여함으로써 용질 제거율의 저하없이 수투과도가 약 2.5배 ~ 약 5.5배 증가

하였고, 내파울링성이 향상되어 수처리용 분리막으로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분리막 오염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

따라서, 본 발명을 이용한 폴리머막을 수용액을 처리하기 위한 분리막으로서 이용하면 한외여과 공정, 정밀여과 공정 등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단일상 블렌드로 이루어진 폴리머막을 역삼투 복합막의 지지막으

로 사용할 때 아민 수용액의 함침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어 역삼투 복합막의 제조 단가를 크게 낮출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제1 표면 및 제2 표면을 구비한 폴리머막으로서,

상기 폴리머막은 상기 제1 및 제2 표면상의 기공들 사이의 유로의 망상 구조의 네트웍(a reticulated network of flow

channels)을 포함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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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폴리머막은 또한 하기 화학식 (1)로 표시되는 폴리에테르술폰 및 폴리(비닐피롤리돈-스티렌) 코폴리머를 포함하는

단일상 블렌드 또는 하기 화학식 (2)로 표시되는 테트라메틸비스페놀-A 폴리술폰 및 폴리(비닐피롤리돈-스티렌) 코폴리

머를 포함하는 단일상 블렌드로 이루어져 있으며,

상기 블렌드중의 폴리(비닐피롤리돈-스티렌) 코폴리머 함량 : (상기 화학식 (1)의 폴리에테르술폰 또는 상기 화학식 (2)의

테트라메틸비스페놀-A 폴리술폰 + 폴리(비닐피롤리돈-스티렌) 코폴리머) 함량의 비는 3 질량% ~ 50 질량%이고, 또한

상기 화학식 (1)의 폴리에테르술폰 및 폴리(비닐피롤리돈-스티렌) 코폴리머를 포함하는 단일상 블렌드의 경우 상기 폴리

(비닐피롤리돈-스티렌) 코폴리머의 비닐피롤리돈 잔기 함량 : (비닐피롤리돈 잔기 + 스티렌 잔기) 함량의 비는 60질량%

~ 90질량%이고, 상기 화학식 (2)의 테트라메틸비스페놀-A 폴리술폰 및 폴리(비닐피롤리돈-스티렌) 코폴리머를 포함하

는 단일상 블렌드의 경우 상기 폴리(비닐피롤리돈-스티렌) 코폴리머의 비닐피롤리돈 잔기 함량 : (비닐피롤리돈 잔기 +

스티렌 잔기) 함량의 비는 70질량% ~ 80질량%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폴리머막:

.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청구항 제1항에 기재된 단일상의 폴리머막을 구비한 필터를 포함하며, 한외여과, 정밀여과 또는 역삼투여과에 유용한 분

리장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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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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