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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처리용 다공성 세라믹 분리막 기술
(Technology of Porous Ceramic Membrane for Water Treatment)

1 기술개요

● 압출 공정 기반 평관형 세라믹 분리막을 통하여 수질 자원 내 포함된 특정 

    크기의 오염 물질을 분리/흡착/반응을 통하여 제거할 수 있는 기술 개발

 

● 극한환경에서 화학적으로 비활성이며 안정성 우수 : 하/폐수, 반도체,

    LCD 산업 

● 향후 제약, 음료, 제지, 발전소, 셰일가스 등 다양한 극한환경에서의 

    운용을 요구하는 시장으로 확대 가능 분야 

<상용화된 세라믹 분리막의 모습>

2 주요내용 및 우수성

기술 주요내용

● 다공성 세라믹의 기공 크기를 자유롭게 제어함으로써 현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투과/분리 특성을 가지는 세라믹 분리막을 제조 

● 평관형 압출 소재의 실형상 구현 및 코팅기술 개발 확보 

    - 규조토 기반 천연 세라믹 분리막 : flowrate > 200 L/m2hr, 

                                                  Pore size : 0.1 ㎛ 

    - 알루미나, 탄화규소 분리막 : flowrate > 250 L/m2hr, 

                                           Pore size : 0.05 ㎛ 

    - 평관형 압출 지지체 : 홀 수: 32개, 홀 크기: 2 X 2 mm2, 

                                  격벽 두께: 200 ㎛ 

<수처리 세라믹 분리막 압출 시스템 구축 > 

<재료연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세라믹 압출 기술> 

우수성

● 천연 재료를 활용한 저가용 수처리 세라믹 분리막 개발 원천기술 확보

● 오일 분리용 탄화규소계 세라믹 분리막 원천 기술 확보 

● 압출기술을 통한 다양한 분야로 세라믹 분리막 실용화 기술 적용 가능  

● 활발한 대외 학술활동 : SCI 논문 10여편, 특허 3건 

● 기술이전이 가능한 높은 완성도의 기술   

 - 수처리 분리막용 평관형 세라믹 압출 기술

 - 세라믹 분리막 수처리 특성 평가 기술 
<재료연구소에서 개발한 탄화규소계 세라믹 분리막 시제품> 

3 시장성 및 사업성

● 세라믹 분리막은 향후 공기 정화, 유해가스 처리, 고온 수소 분리, 기체 반응, 적조 

    및 유해 오일 제거 등 환경, 에너지, 화학 산업 분야에서 다방면으로 활용될 것임.

● 증가하는 오·폐수의 분리공정을 통해 수질오염의 감소, 물 부족의 문제 해결. 

● 축산 폐수 등에 함유되어 있는 유기 인이나 암모니아 등의 물질 제거. 

● 촉매 담지 분리막 등의 다기능성  분리막의 적용. 

● 유업, 식품, 제지, 바이오 등의 분리 공정 적용 등으로 사업성이 우수함. 

<재료연구소에 구축된 분리막 특성 평가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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