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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바나듐 레독스 흐름전지 격막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양이온 교환멤브레인을 원자이동 라디칼 그래프트 중합법으로 합성하였다. 구체

적으로 양이온 교환 멤브레인의 주쇄사슬로써 범용플라스틱인 poly(vinyl chloride)를 사용하였다. 여기에 술폰산기(-SO3Na)를 갖은 

4-styrene sulfonate를 원자이동 라디칼 그래프트 중합시킴으로서 poly(vinyl chloride)-g-poly(styrene sulfonate), 약칭 PVC-g-PSS, 합

성한 후, 핸디 캐스팅하여 양이온 교환 멤브레인을 제작하였다. 제조된 양이온 교환 멤브레인에 대하여 물 흡착률과 팽창률, 이온 전도

도, 이온 교환 용량, 바나듐 투과도, 인장강도를 측정 평가되었다. 또한, 제조된 양이온 교환 멤브레인의 직접 바나듐 레독스 흐름 전지

에 적용하여 1,000회 충전 및 방전시킴으로써 이온-교환 막으로써의 안정성이 평가하였다. 이 결과 제조된 PVC-g-PSS 양이온 교환 멤

브레인의 경우 바나듐 레독스 흐름전지에 사용할 수 있다.

In order to use vanadium redox flow battery separator, we synthesized a cation exchange membrane by atom transfer radical graft 

polymerization. Poly(vinyl chloride) which is known as a general plastic materials, was used as the main chain polymer of the cation 

exchange membrane. The poly(vinyl chloride) is grafted by atom transfer radical graft polymerization of 4-styrene sulfonate with 

sulfonate group (-SO3Na) to give poly(vinyl chloride)-g-poly(styrene sulfonate), PVC-g-PSS. The cation exchange membrane was 

fabricated by hand casting of the solution after dissolving N-methyl-2-pyrrolidone of PVC-g-PSS. The obtained cation exchange 

membranes were characterized by water adsorption ratio, expansion ratio, ion conductivity, ion exchange capacity, vanadium 

permeability, and tensile strength for using separator of vanadium redox flow battery. The vanadium redox flow battery system with 

PVC-g-PSS separator during charging and discharging with 1,000 cycles had very higher stability. From these results, the synthesized 

cation exchange membrane could be used as separator in vanadium redox flow battery system.

Keywords: Cation exchange membrane, Atom transfer radical graft polymerization, Vanadium redox flow battery system, Poly(vinyl 

chloride)-g-poly(styrene sulfonate), Charging and dischar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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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사용 되는 화석 연료를 통한 에너지 사용이 급증하면서 환경오염이 심각해지고 있으며, 화석 연료의 고

갈이 우려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안하기 위한 해결 방안으로써 태양광, 풍력, 조력, 바이오 메스 등과 같은 천연적이면서

도 지속 가능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연구는 인류의 필수적인 연구과제가 되었다. 신재생 에너지의 개발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기술은 에너지 저장 기술이다. 에너지 저장기술 중에 핵심기술은 이온 교환 멤브레인의 개발이다[1]. 이온 교환 멤브레인의 경우

에는 양이온 교환 멤브레인과 음이온 교환 멤브레인으로 분류되며, 그에 따라서 특정 양이온과 음이온을 교환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온 교환 능력을 이용하여 직접 메탄올형 연료 전지(DMFC) 멤브레인[2], 수소 이온-교환 막 연료 전지(PEMFC)[3] 

등과 같은 전지에 분리막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이온교환 멤브레인이 적용되는 레독스 흐름 전지는 높은 에너지 밀도와 효율을 가진 에너지 저장 시스템으로써 최근 관

심이 폭발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왜냐하면, 충전된 유기 및 무기 금속 활성종을 저장하고 있는 양쪽 전해액의 용량을 

조절함으로써 원하는 에너지의 저장 용량을 유연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4]. 현재, 레독스 흐름전지의 분

리막으로 상용화 되어 있는 이온 교환 막은 미국의 Dupont사의 Nafion 시리즈가 대표적이며, 그 외의 여러 가지 멤브레인의 존

재하고 있다[5]. 그러나, Nafion의 경우 복잡한 제조 과정에 의해 가격이 매우 비싸며, 높은 바나듐 투과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단점이다. 그 밖의 상용 멤브레인의 경우, 대부분의 극성 유기 용매에 용해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화학적 안정성이 떨어지

기 때문에 이온 교환 멤브레인으로써의 응용이 제한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 외의 상용의 이온교환 멤브레인은 

styrene-divinylbenzene based membrane[6], polysulfone based ion-exchange membrane[7], partially sulfonated poly(ether 

ether ketone)(SPEEK) membrane[8], polybenzimidazole based ion-exchange membrane[9], polyimide based ion-exchange 

membrane[10], polyphosphazene ion-exchange membrane[11] 등과 같은 다양한 고분자를 주쇄사슬로 가지는 이온 교환막이 시

판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용의 멤브레인들은 대부분의 극성 유기 용매에 용해되기 때문에, 멤브레인의 폭넓은 적용에 제한

이 된다. 따라서, 극성용매에 불용의 이온교환 멤브레인의 제조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SARA-ATRP(supplemental activator and reducing agent atom transfer radical polymerization) 혹은 ATRGP(atom 

transfer radical graft polymerization)의 경우, 주쇄사슬에 존재하는 할로젠족 원소 자리에 비닐 단량체를 라디칼 반응을 통해 폴

리머를 성장(그래프트) 시키는 방법이다[12,13]. 본래의 ATRP와 달리 SARA-ATRP 혹은 ATRGP의 경우, 구리/리간드 촉매로써 

구리 와이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고분자를 합성 시에 별도의 촉매에 대한 정제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이를 응용하면 합성 단계가 쉽

고 간단해진다는 것에 대해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온 교환 막의 주쇄사슬로써 poly(vinyl chloride)를 사용하였다. poly(vinyl chloride)의 경우, THF와 

케톤류 용매에만 용해되며 산성 조건에서 높은 화학적 안정성을 가지고 값이 싸고 높은 인장강도를 가지고 있으며, 주쇄사슬에 

반응을 할 수 있는 할로겐족 화합물을 가진다[14,15]. ATRGP방법을 이용하여 poly(vinyl chloride)에 이온 교환기를 가지는 비닐 

단량체인 4-styrene sulfonate를 그래프트 시킴으로써 poly(vinyl chloride)-g-poly(styrene sulfonate)를 합성하였으며, 이 그래

프트 고분자를 N-methyl-2-pyrrolidone 용해시킨 후, 용액 캐스팅 방법으로 멤브레인을 제작하였다. 제조된 이온 교환 멤브레인

은 물 흡착률과 팽창률, 이온 전도도, 이온 교환 용량, 바나듐 투과도, 인장강도가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바나듐 레독스 흐름 전지

를 제작하고, 바나듐 레독스 흐름전지를 1,000회 충전 및 방전시킴으로써 제조한 이온교환 멤브레인의 안정성을 평가하여, 실제 

바나듐 레독스 흐름전지의 격막으로 사용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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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2.1 시약 및 기구

4-styrene sulfonic acid sodium salt hydrate(NaSS), poly(vinyl chloride)(PVC)(Mw ~62,000, Mn ~22,000), 1,1,4,7,7,-penta-

methyldiethylenetriamine(PMDETA), sodium chloride(NaCl), sodium hydroxide(NaOH)는 Sigma-Aldrich에서 구입하여 사용

하였다. Methanol(MeOH), N-methyl-2-pyrrolidone(NMP), dimethyl sulfoxide(DMSO), sulfuric acid(H2SO4), hydrochloric 

acid(HCl)는 덕산에서 구입하였다. Vanadium(III) chloride(VCl3), vanadium(IV) sulfate(VOSO4)는 Alfa-aesar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모든 화합물들은 별다른 정제 없이 사용하였다.

2.2 양이온 교환 멤브레인의 제작

2.2.1 Poly(vinyl chloride)-g-poly(styrene sulfonate) 양이온 교환 수지의 합성

Fig. 1은 원자이동 라디칼 그래프트 중합법을 이용한 양이온 교환수지의 제조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구체적으로 sms, two-neck 

flask에 PVC를 30mL NMP 완전히 용해시키고, 또 다른 flask에 NaSS를 30mL DMSO에 완전히 용해시킨 후, 두 용액을 혼합하

였다. Copper wire를 혼합한 flask에 첨가한 후, 30분 동안 질소 퍼지 하면서, 교반하였다. 혼합 된 flask에 리간드로써 PMDETA

를 syringe로 주입하였고 24시간 동안 상온에서 교반하였다[16]. 반응이 끝나면 용액의 색깔이 진한 갈색으로 변색되었다. 생성물

은 ice bath에 10분 동안 식혀 반응을 종결시켰으며, 남아있는 copper wire를 꺼낸 후에 1,000mL 비커에 옮긴 후, 여기에 MeOH

와 물을 4:1 부피 비율로 만든 혼합 용매를 첨가하여 반응하지 않은 단량체들을 제거하고, 합성된 생성물을 침전시켰다. 침전된 

생성물은 원심 분리기를 통해 얻어내었으며, 얻어진 생성물은 70°C에서 12시간 동안 진공 하에 건조하여 그래프트 고분자를 얻

을 수 있었다.

Fig. 1. Schematic synthesis of poly(vinyl chloride)-graft-poly(styrene sulfonate) via ATRGP

2.2.2 PVC-g-PSS 양이온 교환 멤브레인의 제작

합성된 poly(vinyl chloride)-g-poly(styrene sulfonate)는 NMP에 완전히 용해시켜 5wt% NMP 용액을 만들었다. 균일해진 

NMP 용액은 둥근 유리 접시에 천천히 부어졌다. 둥근 유리 접시는 70°C에서 24시간 동안 진공하에 말려졌다. 건조된 멤브레인

은 1.0M HCl 수용액을 부어 1시간 동안 충분히 함침 시킨 후, 얻어낸 멤브레인은 증류수에 보관되었다. Fig. 2는 ATRGP에 의

해 제조한 PVC-g-PSS 양이온 교환 멤브레인의 사진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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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hotographs of the synthesized PVC-g-PSS membranes by ATRGP (see, Table 1)

2.3 PVC-g-PSS 양이온 교환 멤브레인의 물리 및 전기화학적 특성평가

2.3.1 물 흡수율(water uptake)와 팽창률(swelling ratio) 측정

건조 된 멤브레인의 무게와 길이를 측정하고, 증류수에 상온에서 24시간동안 함침하였다. 함침한 후 양이온 멤브레인의 무게

와 길이를 측정하고 다음의 식 (1)을 통해 물 흡수율을 계산하였다.

Water uptake (%) = 


 
×  (1)

Wwet는 흡수된 상태의 멤브레인의 무게 Wdry는 건조된 상태의 멤브레인의 무게이다. 제조한 양이온 멤브레인의 부피 팽창률

(swelling ratio)은 다음의 식 (2)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Swelling ratio (%) = 


  
×  (2)

Lwet는 흡수된 상태의 양이온 멤브레인의 무게 Ldry는 건조된 상태의 멤브레인의 무게이다[17].

2.3.2 이온 교환 용량(ion-exchange capacity)의 측정

양이온 교환 멤브레인의 이온 교환 용량(IEC)은 적정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양이온 교환 멤브레인의 카운터 이온을 수소 

이온으로 바꿔 주기 위해 2M HCl 수용액에 멤브레인을 24시간 동안 상온에서 교반시켰다. 수소 이온을 함유하는 멤브레인은 

완전히 건조 되어졌으며 그 무게를 측정하였다. 무게가 측정 된 멤브레인은 2M NaCl 수용액에 24시간 상온에서 교반시켜 용액

에 수소 이온과 sodium 이온을 다시 교환시켰다. 1% 페놀프탈레인 지시약을 2~3방울 첨가한 후 0.02M NaOH 수용액으로 용액

의 색깔이 분홍색으로 변할 때까지 적정한다. 양이온 교환 멤브레인의 이온 교환 용량은 다음의 식 (3)을 이용하여 계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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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C (meq/g) = 


 × 

(3)

CNaOH는 NaOH의 농도이고, VNaOH는 적정하는데에 사용한 용액의 부피이며 Wdry는 건조된 멤브레인의 무게이다[18].

2.3.3 멤브레인의 전기저항 및 이온 전도도(ion conductivity) 측정

양이온 교환 멤브레인의 이온 전도도(S/cm)는 100mHz에서 1MHz의 주파수 범위에서 AC impedance(IM-6ex, Zahner, Ger-

many)에 의해서 측정하였다. 양이온 멤브레인은 2.0M HCl 수용액에 24시간 동안 함침 시킨 후 측정 셀 사이에 양이온 멤브레인

을 두고, 전기적 저항을 측정하였고, 다음 식 (4)를 이용하여 양이온 교환 멤브레인의 수소 이온 전도도를 측정하였다.

이온 전도도 (mS cm-1) = 
 ×


(4)

L은 전극간 거리(cm), S는 멤브레인의 측정 넓이(cm2)이고 R은 멤브레인의 저항(Ω)이다[19].

2.3.4 바나듐 이온 투과도(vanadium ion peameability)의 측정

양이온 교환 멤브레인의 시간에 따른 바나듐 이온 투과도는 H-cell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양이온 멤브레인을 H-cell 중간에 

끼우고 왼쪽 cell에 1.5M VOSO4 / 3.0M H2SO4 수용액을, 오른쪽 용기에 1.5M MgSO4 / 3.0M H2SO4 수용액을 넣고 교반시키

면서 매 30분 간 오른쪽 용기의 용액을 채취한 후, 채취된 용액은 UV-Vis spectrophotometer를 이용하여 투과된 바나듐 이온의 

농도를 측정하였다. 투과된 이온의 농도는 다음 식 (5)를 이용하여 바나듐 이온의 투과도를 계산하였다.





 



   (5)

V는 양쪽 용기에 들어있는 용액의 부피이고 Ct는 시간에 따른 오른쪽 용기에 투과된 바나듐 이온의 농도, S는 용액과 접촉된 

멤브레인의 면적, P는 바나듐 투과도, L은 멤브레인의 두께이다[20].

2.3.5 바나듐 레독스 흐름 전지의 퍼포먼스

양이온 교환 멤브레인을 바나듐 레독스 흐름 전지에 직접 적용시켜 1,000회 충 ‧ 방전 실험을 하였다. 양이온 교환 멤브레인을 

이용하여 단위 셀을 조립하고, 이 단위셀을 배터리 사이클러(WBCS3000S, Wonatech, SouthKorea)와 연결하여 양이온 교환 멤

브레인의 안정성을 평가하였다. 양극 전해액으로 1.5M VOSO4 / 3.0M H2SO4 40mL 수용액을 음극 전해질로써는 1.5M VCl3 / 

3.0M H2SO4 40mL 수용액을 사용하였다. 충전 및 방전 조건으로써 최대 전압을 1.4V, 최소 전압을 0.3V로 제어하였으며, 충전 

전류밀도를 16mA ‧ cm-2, 방전 전류밀도를 2mA ‧ cm-2로 제어하였으며, 전해질 순환 속도를 10mL/min으로 하였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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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3.1 PVC-g-PSS 양이온 교환 멤브레인의 물리적 특성평가

3.1.1 FT-IR

Fig. 3은 PVC-g-PSS 양이온 멤브레인의 FT-IR spectra로 나타내고 있다. Poly(vinyl chloride), No. 1 in Table 1의 스펙트럼과 

비교할 때 PSS가 그래프트 된 PVC-g-PSS의 양이온 수지의 spectra, No. 2~6 in Table 1에서는 1,190cm-1, 1,125cm-1 및 1,035 

cm-1에서 sulfone group(O=S=O) peak를 확인하였고 3,400cm-1에서 -OH 결합을 확인하여, 목표로 하는 PVC-g-PSS 양이온 멤

브레인이 성공적으로 합성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3. FT-IR spectra of the synthesized PVC-g-PSS membranes by ATRGP (see, Table 1)

Table 1. Physical and electrochemical properties of PVC-g-PSS membranes prepared by ATRGPa)

Sample 

No.

PVC

(mol)

NaSS

(mol)

Vanadium permeability

(10-7 cm2/min)

Water uptake

(%)

Swelling ratio

(%)

Ion exchange capacity

(meq/g)

Ionic conductivity

(mS/cm)

1 1.00 - - - - - -

2 1.00 0.50 1.02 4.57 1.10 0.12 0.03

3 1.00 0.75 1.98 4.92 1.36 0.23 0.22

4 1.00 1.00 2.84 6.71 1.37 0.51 0.51

5 1.00 1.25 4.86 13.85 1.89 0.62 5.48

6 1.00 1.50 9.23 35.71 3.38 0.67 34.5

a) The ATRGP method was performed in 30 mL N-methyl-2-pyrrolidone and 30 mL dimethyl sulfoxide mixture solution (60 mL) at room 

temperature for 24 hrs in the presence of Cu(0) wire (2.0 mm diameter × 5 cm) and PMDETA (0.0004 mol).

3.1.2 열 중량 분석(TGA)

Fig. 4는 PVC-g-PSS 양이온 멤브레인과 poly(vinyl chloride) 멤브레인의 열적 특성을 열 중량 분석기(TGA)를 사용하여 분

석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poly(vinyl chloride) 멤브레인의 경우에는 소수적인 특성으로 인해 100°C 이상에서 200°C 까지의 

물의 증발로 인한 질량감소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친수적인 특성을 가진 양이온 교환기인 styrene sulfonate가 그래프트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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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C-g-PSS 양이온 멤브레인의 경우 그것의 함량과 함께 100°C 부터 200°C 까지의 물 분자의 증발로 인한 질량감소가 나타났

으며, 술폰산기 함량이 높을수록 높은 질량 감소가 나타났다. 220°C부터 350°C까지는 모든 멤브레인의 급격한 무게 감소가 발

생하는데, 이것은 poly(vinyl chloride)이 연소하면서 주쇄로부터 HCl 기체 빠져 나가는 것으로 추측된다. 400°C부터 500°C 까

지는 poly(vinyl chloride) 멤브레인보다 poly(styrene sulfonate)가 그래프트 되어있는 멤브레인의 무게감소가 더 크게 관찰되

었는데, 이는 styrene sulfonate의 분해가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난다. 500°C 부터는 모든 멤브레인들의 무게감소가 멈추었고 그 

결과로써 단량체를 많이 함량하는 멤브레인 일수록 남아있는 탄화물이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Fig. 4. TGA curve of the synthesized PVC-g-PSS membranes by ATRGP (see, Table 1)

3.1.3 접촉 각(contact angle)

Fig. 5는 PVC-g-PSS 양이온 멤브레인의 접촉 각(contact angle)을 측정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Poly(vinyl chloride)가 소수

적인 특성을 가진 반면에, PVC-g-PSS 양이온 멤브레인의 경우 sulfonate기를 가지고 있어서 친수적인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PSS의 함량이 높을수록 접촉 각이 낮은 것으로 보아서, PVC-g-PSS 양이온 멤브레인이 성공적인 합성이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5. Contact angles of the synthesized PVC-g-PSS membranes by ATRGP (see,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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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주사 전자 현미경(SEM)

Fig. 6은 PVC-g-PSS 양이온 멤브레인의 표면을 주사 전자 현미경(SEM)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제조한 PVC-g-PSS 양이온 

멤브레인 표면은 무정형의 균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Fig. 7은 PVC-g-PSS 양이온 멤브레인 단면적을 관찰한 것을 나타내고 

있다. 주사 전자 현미경으로 측정한 결과 모든 멤브레인의 두께가 달랐으며 그것은 단량체의 비율이 높을수록 두께가 증가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poly(vinyl chloride) 멤브레인의 경우에는 균일한 분자량의 고분자들이기 때문에 단

조로운 단면적을 나타내었다. 소디윰스타일렌 단량체가 그래프트된 멤브레인의 경우 복잡하고 균열과 같은 층이 나타났는데, 

Fig. 6. Surface SEM images of the synthesized PVC-g-PSS membranes by ATRGP (see, Table 1)

Fig. 7. Cross-sectional SEM images of the synthesized PVC-g-PSS membranes by ATRGP (see,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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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poly(vinyl chloride)에 단량체가 그래프트 되면서 성장한 폴리머의 길이가 제 각각이고 단면적을 보기위해 멤브레인을 찢

는 과정에서 그래프트 고분자의 사슬 얽힘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불균일한 층을 가지는 단면적을 나타나게 한 원인인 것으

로 추측된다. 또한 그래프트된 고분자의 경우 PVC 고분자와는 완전히 화학구조가 달라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여진다.

3.1.5 PVC-g-PSS 양이온 멤브레인의 물리 및 전기화학적 특성평가

Table 1은 PVC-g-PSS 양이온 멤브레인 물리 및 전기적 특성 평가를 나타낸 표이다. 바나듐 투과도의 경우 sulfate기의 함량

이 많은 멤브레인일수록 높은 바나듐 투과도를 보였으며, 물 흡착률과 팽창률 또한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이온 교환 용량과 

이온 전도도는 단량체 함량이 멤브레인 0.67meq/g과 34.5mS/cm로 멤브레인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Fig. 8은 ATRP에 위한 그래프트 중합 메카니즘을 나타내고 있다. 먼저, 구리(0)가 PVC가 반응하여 CuCl와 PVC라디칼이 생

성된다. 생성된 PVC라디칼은 NaSS와 반응하여 그래프트 사슬을 제조하게 된다. 이 과정을 계속적으로 거치면서 본 연구의 목

표로하는 PVC-g-PSS 양이온 멤브레인을 제조할 수 있다.

Fig. 8. Possible mechanism of graft polymerization of NaSS onto PVC main chain by ATRGP

3.2 바나듐 레독스 흐름전지 퍼포먼스

3.2.1 정전류 충 ‧ 방전법(Galvanostatic charge-discharge)

Fig. 9는 가장 높은 수치의 이온 전도도를 기록한 양이온 교환 멤브레인을 직접 바나듐 레독스 흐름 전지에 적용시킨 충 ‧ 방전 

곡선이다. Fig. 9(a)는 10회의 충 ‧ 방전을 보이며 Fig. 9(b)는 750회부터 1,000회까지의 충 ‧ 방전 싸이클을 보여준다. Fig. 9(b)에

서 나타나 있듯이 PVC-g-PSS 양이온 멤브레인 사용한 바나듐 레독스 흐름 전지는 1,000회 까지 충 ‧ 방전 싸이클을 수행하였으

며, 그 결과 제조한 PVC-g-PSS 양이온 멤브레인은 매우 안정한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 제조한 양이온 교환 멤브레인은 바

나듐 레독스 흐름전지에 유용한 멤브레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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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9. Charge/discharge curves with 0~10 cycles (a) and 750~1000 cycles (b) in vanadium redox flow battery with No. 5 mem-

brane (see, Table 1) using 1.0M VOSO4 / 2.5 H2SO4 (positive electrolyte) and 1.0M VCl3 / 2.5 H2SO4 (negative electrolyte). The 

measurement system was set up as follows. Ic=80mA and Id=10mA

4. 결 론

ATRGP를 사용하여 PVC-g-PSS 양이온 멤브레인을 제조하고 물리 및 전기화학적 특성평가를 수행한 후, 이를 바나듐 레독

스 흐름전지용 분리막으로 사용하여 충전 및 방전을 수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PVC-g-PSS 양이온 멤브레인에서 PSS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양이온 교환 멤브레인은 바나듐 투고성, 흡수율, 팽윤도가 증가

하였다.

2. PVC-g-PSS 양이온 멤브레인에서 이온교환 함량은 0.12~0.67meq/g이었다. 상용의 멤브레인과 비교했을 때 다소 이온 교환

함량은 낮았다.

3. PVC-g-PSS 양이온 멤브레인에서 이온 전도도는 PSS함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증가됨을 알 수 있었고, 최고로 34mS/cm까지 

도달된 양이온 교환 멤브레인을 얻을 수 있었다.

4. PVC-g-PSS 양이온 멤브레인을 바나듐 레독스 흐름 전지 적용하여, 1,000회의 충 ‧ 방전 싸이클을 수행한 결과, 제조한 양이

온 교환 멤브레인의 매우 안정성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5. PVC-g-PSS의 경우 흐름전지용 멤브레인 뿐 아니라 수처리 멤브레인 등에도 응용할 수 있어 산업적 가치가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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