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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전 세계적으로 화석 에너지의 부족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화석 에너

지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연구가 활발해지게 되었다. 화석 에너

지는 지구환경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수력, 풍력, 태양열 및 연

료전지와 같은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레독스-흐름 전지(redox flow battery, RFB)는 친환경적 에너지의 저

장기술의 하나로써 미국의 NASA, 일본의 통산성 산하 전자총합 연구소 

등 선진국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유망한 재생형 연료전지이다. 1-4 

레독스-흐름 전지에 대해 크게 세 부분으로 연구 분야를 나누어서 생

각할 수 있다. 첫째, 활성 물질의 확산에 의한 혼합이 작아야 하며 선택 

투과성이 우수한 막의 제조가 가능해야 한다. 둘째, 수용액과 접촉하는 

면적이 넓고 가스의 발생이 작은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전극의 개발이다. 

셋째, 활성 물질의 개발 등을 들 수 있다. 이 세 가지 연구 분야 중에서도 

에너지 효율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이온교환막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5,6 

현재 레독스-흐름 전지에 적용하는 이온교환막은 Daramic, Selemion

사의 CMV 막, Selemion사 AMV 막 그리고 Dufone사의 Nafion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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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전바나듐 레독스-흐름 전지용 음이온교환막의 제조를 위하여 isophthalic acid (IPA), 1,6-

hexanediol(HDO), terephthalic acid(TPA), maleic anhydride(MA)의 용융 축합중합 방법에 의해 IPA-co-

HDO-co-(TPA/MA)(IHTM) 공중합체를 합성하였다. 합성된 IHTM 공중합체 아민화 반응을 trimethylamine으로

하였으며, UV 가교 반응을 통하여 음이온교환막을 제조하였다. IHTM 공중합체의 구조 및 열안정성을 FTIR, 1H

NMR, TGA 분석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또한 IHTM 음이온교환막의 함수율, 이온교환용량, 전기저항, 전기전도도를

중량법, 적정법 및 LCR 미터로 측정하였으며, 전바나듐 레독스-흐름 전지의 효율 실험을 하였다. 막의 이온교환용량, 

전기저항, 전기전도도는 각각 1.10 meq/g, 1.98 Ωᆞcm2, 0.009 S/cm로 우수하게 나타났으며, 전바나듐 레독스-흐

름 전지의 충ᆞ방전효율, 전압효율 및 에너지효율은 각각 96.5, 74.6, 70.0%이었다. 

 
Abstract: The IPA-co-HDO-co-(TPA/MA) copolymers for all-vanadium redox flow battery were 

synthesized by melt condensation polymerization using isophthalic acid(IPA), 1,6-hexandiol (HDO), 

terephthalic acid(TPA) and maleic anhydride(MA). The amination of chloromethylated IPA-co- HDO-

co-(TPA/MA)(CIHTM) copolymer was carried out using trimethylamine, and the anion exchange

membrane was also prepared by UV crosslinking reaction. The structure and thermal stability of 

IHTM copolymers were confirmed by FTIR, 1H NMR, and TGA analysis. The anion membrane properties 

such as water uptake, ion exchange capacity, electric resistance and electrical conductivity, were measured 

by gravimetry, titration and LCR meter. The efficiency of the all-vanadium redox flow battery was 

analyzed. The ion exchange capacity, electric resistance and electrical conductivity were 1.10 meq/g, 1.98 Ωᆞ

cm2, and 0.009 S/cm, respectively. The efficiency of charge-discharge, voltage, and energy for the all-

vanadium redox flow battery were 96.5, 74.6, 70.0%, respectively. 

 
Keywords: IPA-co-HDO-co-(TPA/MA) copolymers, all-vanadium redox flow battery, melt condensation, 

anion exchange membrane, water uptake, ion exchange capacity, electric resistance, electrical condu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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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레독스-흐름 전지용 이온교환막은 전해질로 전이금속 포함 강산

성 물질을 사용하고 있어 선택투과성은 물론 내산성, 내산화성이 우수

해야 하고 전기저항 및 확산계수가 작고, 내화학성 및 기계적 물성이 우

수하고 전지의 수명 및 가격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제조 가격이 저

렴해야 한다. 그러나 Daramic, Selemion사의 CMV 막과 Selemion사 

AMV 막은 VRB에서 내구성이 낮으며, Dufone사의 Nafion 막은 바나

듐 이온 투과에 의한 에너지 효율이 낮은 단점이 있다.7-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단점을 개선하여 VRB의 핵심소재로 사

용되는 이온교환막을 제조하기 위하여 화학적으로 안정한 방향족기를 가

지고 있으며 클로로메틸화 반응과 아민화 반응이 가능한 isophthalic 

acid(IPA)와 1,6-hexandiol(HDO), terephthalic acid(TPA) 및 

maleic anhydride(MA)를 이용하여 IPA-co-HDO-co-(TPA/MA) 

(IHTM)를 합성하고 chloromethyl methyl ether(CMME)와 

trimethyl amine(TMA)을 이용하여 공중합체에 아민기를 도입하여 

aminated IPA-co-HDO-co-(TPA/MA)(AIHTM) 음이온 교환

막을 제조하였다. 또한 이들의 구조확인을 위하여 FTIR, 1H NMR 스

펙트럼을 분석하였으며 TGA 분석을 통하여 열안정성을 측정하였다. 

한편 제조한 AIHTM 음이온교환막의 함수율, 이온교환용량, 전기저항 

및 전기전도도를 측정하였으며, VRB 적용실험을 실시하였다. 

 

실  험 

 

시약 및 재료. 본 실험에 사용한 isopthalic acid (IPA)는 Tokyo 

chemical industry (Tokyo, Japan)사의 99% 특급시약을 사용하였고, 

1,6-hexandiol(HDO), terephthalic acid(TPA), maleic anhy-

dride(MA), Aldrich(New York, USA)사의 순도 99% 특급시약을 

사용하였다. 또한 chloromethyl ethyl ether(CMME, 95%), trime-

thylamine(TMA, 45% in H2O)은 Aldrich(New York, USA)사의 일

급시약을 사용하였다. 또한 UV 개시제로 사용된 hydroxy dimethyl 

acetophenone (이하 HP-8로 칭함)과 2,4,6-trimethylbenzoyldi-

phenyl phosphine oxide(이하 TPO로 칭함)은 Miwon specialty 

chemical사의 97% 일급시약을 사용하였다. 가교제로 사용된 pen-

taerythritol tetraacrylate(이하 PETA로 칭함)는 trimester가 10∼

40%가 포함된 Aldrich(New York, USA)사의 시약급을 사용하였으

며 hydroquinone(이하 HQ로 칭함)은 Aldrich(New York, USA)사

의 순도 99% 특급시약을 사용하였다. 점도 조절을 위한 용매 dimethyl 

acetamide(이하 DMAc로 칭함)는 Duksan Chemical(Seoul, Korea)

사의 순도 99% 특급시약을 사용하였다. 이온교환막의 캐스팅 기재로 사

용된 nylon-6,6 mesh는 Yamanaka Industry사의 두께 60 μm의 제

품을 사용하였다. 기타 시약은 1급 시약을 정제 없이 사용하였다. 

공중합체의 합성. IPA-co-HDO-co-(TPA/MA)(IHTM) 공중합

체를 합성하기 위하여 Table 1과 같은 반응조건으로 2단계 축합중합

을 통하여 합성하였다. 4구 플라스크 반응기에 반응에 필요한 단량체를 넣

고 질소 분위기 하에서 용액이 투명해 질 때까지 승온하였다. 용액이 투명

해지면 용융 축중합법을 이용하여 220 ℃에서 8시간 동안 1차 반응시켰

다. 중합 시 생성된 축합수는 Dean-Stark 장치를 이용하여 제거하였다. 

2차 반응에서는 온도를 140 ℃로 낮추고 MA와 TPA를 넣은 후 

220 ℃로 다시 승온하고 8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이 때 중합금지제

C CO(CH2)6O* CO(CH3)4C

O OOO

C

HC

O

O

CH

C

O

O CO(CH2)4(H2C)6OC

O O

C

HC

O

O

CH

C

O

*

C C

O O

HO OH

+

Isophthalic acid

O

HO O

OH

+
O

O
O

maleic anhydride

C C
O O

O O

+

OHHO

1,6-hexandiol

terephthalic acid

1st step

2nd step

C C
O O

O O

220℃

220℃

* *

 
Figure 1. Synthetic scheme of IPA-co-HDO-co-(TPA/MA) copolymer. 

Table 1. Synthetic Conditions of IHTM Copolymer 

1st step 2nd step Temp.(℃) Reaction time(hr)
Code No. 

IPA(mol/L) HDO(mol/L) TPA(mol/L) MA(mol/L) HQ(mol/L) 1st 2nd 1st 2nd 
IHTM-1 1.0 3.73 0.33 0.67 0.001 220 220 8 8 
IHTM-2 1.5 3.73 0.33 0.67 0.001 220 220 8 8 
IHTM-3 2.0 3.73 0.33 0.67 0.001 220 220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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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HQ를 MA와 TPA의 0.1 wt% 투입하여 MA의 이중결합이 개시되

는 것을 방지하였고 중합 시 생성되는 축합수는 1차 반응과 마찬가지

로 Dean Stark 장치를 이용하여 제거하였다. 반응은 축합수의 양이 급

격히 감소하여 더 이상 생성되지 않을 때 점도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는

데 이 때 용매인 DMAc를 넣어 점도를 조절한 후 상온까지 온도를 떨

어뜨려 종결하였다. 

축합반응 메카니즘을 Figure 1에 나타내었으며 반응 조건은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량체인 IPA를 몰 비로 변화시켰다. 

관능화 반응. Figure 2와 같은 메커니즘으로 IHTM 공중합체에 관

능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먼저 chloromethylation 반응을 진행하였다. 

ZnCl2를 촉매로 하여 chloromethyl methyl ether(CMME)를 IHTM 

공중합체의 30% 몰비로 넣고 상온에서 12시간 정도 반응을 진행하였다. 

반응물을 메탄올에 quenching시켜 미반응물을 제거한 후 오븐에서 2

시간 정도 건조시켰다. 클로로메틸화반응된 공중합체에 TMA를 사용하

여 공중합체의 아민화 반응을 진행하였다. Table 2와 같은 조건으로 클

로로메틸화된 공중합체를 DMF에 용해 후 시간에 따른 아민화 반응을 

진행하여 반응시켰으며 메탄올로 미반응물을 제거하고 진공오븐에서 6

시간 동안 건조시켰다. 

이온교환막 제조. 아민화된 공중합체 용액에 UV 가교를 통해 레독

스전지(RFB)용 음이온교환막을 제조하기 위하여 가교제인 PETA 

(15 wt%)와 UV 개시제인 HP-8(3.5 wt%) 및 TPO(1.5 wt%)를 

혼합하여 멤브레인 용액을 제조하였다. 멤브레인 제조를 위하여 60 μm 

nylon 6,6 기재에 bar coater를 이용하여 막의 두께 100 μm이 되도

록 양면 코팅한 후 가교시켜 IHTM 음이온교환막을 제조하였다. 이때 

UV 조사 조건은 에너지량 2152 mJ/ cm2, 파장 340∼360 nm, 램프

와 시료의 간격은 15 cm로 고정하여 2회 반복 조사시켰다.  

구조 확인. 합성된 IHTM 공중합체, 아민화된 음이온교환용액의 합성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FTIR, 1H NMR 스펙트럼을 분석하였다. FTIR 

스펙트럼 분석은 Shimatzu FTIR spectrometer을 이용하여 ATR 방

법에 의해 4000∼600 cm-1 범위에서 scan number 20, resolution 4 

cm-1로 분석하였다. 또한 1H NMR 스펙트럼은 JEOL Ltd.사의 FT 

NMR spectrometer(JNM-AL400)를 이용하여 TMS와 CDCl3를 

각각 표준 물질과, 용매로 사용하여 스펙트럼 분석을 하였다. 

열분석. 합성된 이오노머 공중합체, 아민화된 음이온교환막의 열 안

정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TA Instrument사의 Q500 열중량분석기

(TGA)를 이용하여 질소 분위기하에서 승온 속도 10 ℃/min, 측정온

도 범위를 20∼680 ℃로 하여 열분석하였다. 

함수율 측정. 아민화된 음이온교환막의 함수율 측정을 위하여 3 cm

×3 cm로 절단한 건조된 이온교환막의 무게를 측정하고, 이들을 증

류수에 24시간 동안 침적시켜 충분히 팽윤시킨 후 이온교환막 표면

의 수분을 제거하고 무게를 측정한 후 식 (1)에 의해 음이온교환막의 

함수율을 계산하였다.12 
 

100Uptake(%)Water
dry

drywet ×
−

=
W

WW
                 (1) 

 
여기서 Wdry는 건조된 막의 무게이며 Wwet는 팽윤된 막의 무게이다. 

이온교환용량 측정. 아민화된 음이온교환막의 이온교환용량을 측

정하기 위하여 Mohr 적정법을 이용하여 시료를 NaCl용액에 침적시

켜 제4급 암모늄기를 N+(CH3)3Cl-형태로 완전히 치환시킨 후 다시 

0.5 M Na2CO3 용액에 침적시켜 N+(CH3)3CO3로 치환하고, 이 용액

에 5% 크롬산칼륨 용액을 1∼2방울 적가한 후 AgNO3로 적갈색 침전

Table 2. Amination Conditions of Chloromethylated IHTM 
Copolymer 

Code No. CIHTM(g) TMA(g) DMF(g) Temp.(℃) Time(hr)
AIHTM-1 50 30 100 30 1 
AIHTM-2 50 30 100 30 2 
AIHTM-3 50 30 100 30 3 
AIHTM-4 50 30 100 30 4 
AIHTM-5 50 30 100 30 5 

Table 3. Comparision of Characteristics for AIHTM and AMV 
Membranes  

Item AMV AIHTM Membrane

Thickness(μm) 130 150 

Water uptake(%) 20 55 

Ion exchange capacity(meq/g) 0.9 1.10 
Electrical conductivity(S/cm) 0.007 0.009 
Electrical resistance(Ωᆞcm2) 2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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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Amination of chlorinated IPA-co-HDO-co-(TPA/MA) copoly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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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어날 때까지 적가하여 소모된 AgNO3의 양을 구하여 식 (2)에 의

해 음이온교환막의 이온교환용량을 계산하였다.13,14 
 

100IEC(meq/g)
dry

AgNOAgNO 33 ×
×

=
W

CW
                   (2) 

 
여기서 Wdry는 건조된 막의 무게, VAgNO3은 소모된 AgNO3의 부피, 
CAgNO3는 적정에 사용된 AgNO3 용액의 농도이다. 

막의 전기저항 측정. 아민화된 음이온교환막의 전기저항을 측정하

기 위하여 HIOKI 사의 Model 3522-50 LCR meter(Japan)를 이용

하여 2-compartment cell에 24시간 동안 0.5 N NaCl 표준용액에 

침적시킨 1.5 cm×1.5 cm 크기의 음이온교환막을 고정한 후 0.5 N 

NaCl 전해액을 채운 후 막의 전기저항을 측정(R1)하고, NaCl 전해질 

용액의 저항을 측정(R2)하여 식 (3)에 의해 음이온교환막의 전기저

항 값을 구하였다.15 

 
ER(Ωᆞcm2)=(R1-R2)ᆞA                             (3) 

 

전기전도도 측정. 아민화된 음이온교환막의 전기전도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측정된 음이온교환막의 전기저항 값을 이용하여 다음 식 (4)에 

의해 전기전도도를 계산하였다.15 
 

AER
L
×

=(S/cm)σ                                      (4) 

 

여기서 L은 막을 두께(cm)를 나타낸다. 또한 ER은 막의 전기저항

(Ω)이고 A는 막의 유효면적(cm2)을 나타낸다. 

막의 VRB 충방전 효율 시험. 음이온교환막의 VRB 효율 시험을 

위해서 Maccor사의 Maccor 4000을 이용하여 효율 측정을 실시하였

다. 이온교환막의 반응이 일어나는 면적은 6 cm2이고 충ᆞ방전을 시작

할 때 2.0 mol/L V(IV) 용액 3 mL와 2.0 mol/L V(III) 용액 3 mL를 

carbon felt에 주입하고 진공펌프를 이용하여 carbon felt에 남아있는 

잔여 공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에 실험을 진행하였다. 충ᆞ방전 시 전압

의 최고와 최저점을 각각 1.6 V와 0.8 V로 고정하였으며 전류밀도는 

20 mA/cm2으로 하여 충·방전을 100회 반복하여 IHTM 이온교환막

의 방전효율과 에너지효율 및 전압효율을 측정하였다.16,17 
 

결과 및 토론 

 

구조확인. 합성한 IHTM 공중합체의 합성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FTIR 스펙트럼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가 Figure 3에 나타나 있다. 

Figure 3(a)에서 보는 바와 같이 3060과 2941 cm-1 부근에서 IPA

의 C-H와 MA의 C-H 및 HDO의 CH2 신축진동 피크가 나타나며 

3450 및 1712 cm-1에서 HDO 분자내 OH 및 C=O 특성피크가 나타

나고 1435, 1058 cm-1에서 각각 C-O-C 대칭과 비대칭 신축진동 

피크가 나타났다. 또한 1637 cm-1에서 MA의 C=C 이중결합 피크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IHTM 공중합체가 합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한편 Figure 3(b)는 IHTM 공중합체의 아민화 반응에 의한 아민기

의 도입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분석한 FTIR 스펙트럼으로 Figure 3(b)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아민화가 진행됨에 따라 IHTM 공중합체에서 나타나지 

않던 N(CH3)3에 의한 피크가 1000 cm-1 부근에서 나타나고 700 cm-1

에서의 C-Cl 특성피크가 사라는 것으로 보아 IHTM 공중합체의 아민

화 반응이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IHTM 공중합체의 구

체적인 구조 확인을 위하여 1H NMR 스펙트럼 분석을 하였는데 δ= 

6.5∼9.0(m, 5H, aromatic H), δ=2.4∼2.8(m, 2H, CH2Cl), δ=1.7∼

2.0(m, 2H, CH2), δ=4.0∼4.3 (m, 2H, C=CH2) 피크가 나타나는 것으

로 보아 IHTM 공중합체가 합성되었음을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열분석. 아민화된 음이온교환막의 열에 대한 내구성을 확인하기 위하

여 TGA 분석을 하였는데 그 결과가 Figure 4에 나타나 있다. Figur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IHTM 음이온교환막은 100∼150 ℃에서 막의 

열용해에 의해 약 5% 정도의 중량감소가 일어났으며, 150 ℃ 이상에

서는 아민기의 탈리에 의한 열분해가 시작되었으며 약 10%의 중량감

소가 일어났다. 한편 345∼550 ℃에서 IHTM 공중합체 주사슬의 열

분해에 의해 약 40% 중량감소가 일어났으며, 550 ℃ 이상에서 중량감

소가 없는 것으로 보아 IHTM 막의 열분해가 완전히 이루어 졌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18-20 

함수율 측정. 함수율은 이온교환막의 이온선택성에 매우 중요한 인

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제조한 아민화된 음이온교환막의 함수율

을 측정하였는데 그 결과가 Figure 5에 나타나 있다. Figur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음이온교환막의 함수율은 아민화 시간과 주단량체인 IPA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IHTM의 함수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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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FTIR spectra of IHTM anion exchange membrane:
(a) IHTM; (b) CIHTM; (c) AI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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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TGA curves of IHTM anion exchange membrane: (a)
IHTM-1; (b) IHTM-2; (c) IHT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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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5%로 AMV 상용화 막의 함수율(20%)에 비해 아민화 반응시

간 1시간 이내에서는 함수율이 13∼30%로 낮거나 약간 높게 나타났으

며 그이상의 반응시간에서는 최대 55%로 높게 나타났는데 함수율이 

증가하는 이유는 이온교환막에 도입된 아민기의 친수화도가 증가하기 

때문으로 사료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합성한 IHTM 음이온교환막

의 경우 상용화막의 이온교환용량과 비슷한 1시간 이내의 아민화 반응에 

의한 함수율은 AMV와 비슷하기 때문에 레독스 막에 적용시 함수율에 

의한 막의 성능저하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다른 연료전지용 

polyimide 막,21 poly(arylene ether sulfone) 막,22 polysulfone 

막의23 함수율과 비교하였을 시에 40∼70%의 함수율 값을 나타냈으며, 

따라서 전지 적용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이온교환용량 측정. Figure 6은 합성한 AIHTM 음이온교환막의 

이온교환용량을 측정한 결과로 Figure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온교환

막 내의 IPA의 조성과 아민화 시간이 증가할수록 이온교환용량은 증가

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들의 최대 이온교환용량은 1.10 meq/g으로 상용

화막인 AMV의 이온교환용량 0.9 meq/g보다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는

데 이는 IPA의 조성이 증가할수록 염화메틸기가 증가하여 아민기의 도

입량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사료되었다. 

막의 전기저항 및 전기전도도 측정. Figure 7은 음이온교환막의 

전기저항을 측정한 결과로 Figure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민화 시간

이 증가할수록 전기저항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전기전도도는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IHTM 음이온교환막의 최소 전기저항 값은 

1.98 Ωᆞcm2으로 AMV 상용화막의 전기저항 값인 2 Ωᆞcm2과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는 전기저항에 영향을 주는 아민기가 증가되어 이

온교환용량이 증가되고 이로 인한 이온선택성이 증가되어 막의 전기저

항이 낮아지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또한 IHTM 음이온교환막의 전기전도도를 측정한 결과가 Figure 8

에 나타나 있는데 Figure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IPA의 조성과 아민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IHTM 음이온교환막의 전기전도도 값은 증가하

였으며 음이온 교환막의 최대 전기전도도는 0.009 S/cm로 AMV의 

전기전도도 0.007 S/cm보다 약간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앞에

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막내의 이온교환기의 양이 증가되어 이온선택성

이 향상되기 때문으로 사료되었다. 

전바나듐 흐름 전지 효율 시험. 음이온교환막의 전지 적용 가능성을 

시험하기 위하여 VRB 단위셀을 이용한 음이온교환막의 성능을 시험하

였는데 그 결과가 Figure 9에 나타나 있다. Figure 9은 단위셀 내 충방

전 회수와 VRB 효율을 나타낸 것으로 Figure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온교환막의 충·방전 및 전압효율과 에너지 효율은 각각 96.5, 76.6, 72.1%

로 나타났다. 또한 충ᆞ방전 횟수가 100회까지는 이들 효율이 급격히 증

가하였으나 그 이상에서는 효율의 변화가 없었는 것으로 보아 막의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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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Electrical resistance of IHTM anion exchange mem-
brane: (a) IHTM-1; (b) IHTM-2; (c) IHT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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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Ion conductivity of IHTM anion exchange membrane:
(a) IHTM-1; (b) IHTM-2; (c) IHT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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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Water uptake of IHTM anion exchange membrane:
(a) IHTM-1; (b) IHTM-2; (c) IHT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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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Ion exchange capacity of IHTM anion exchange mem-
brane: (a) IHTM-1; (b) IHTM-2; (c) IHT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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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우수하여 바나듐 흐름 전지에 응용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된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IHTM 공중합체를 합성하고 이들을 이용하여 음이온

교환막을 제조하고 특성을 시험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IHTM 공중합체의 초기 열분해 온도는 100 ℃였으며 345 ℃ 이

후에서 완전 열분해가 일어났으며 UV 가교된 아민화된 IHTM 이온교

환막의 열안정성이 우수하였다. 

2) 아민화된 IHTM 이온교환막의 함수율 및 이온교환용량은 아민화 

시간이 증가할수록 증가하였다. 최대 함수율과 이온교환용량은 각각 

55%, 1.10 meq/g 이었다. 

3) IHTM 이온교환막의 최적 전기저항, 전기전도도는 1.98 Ωᆞcm2, 

0.009 S/cm이었으며, 이온교환막의 아민화 시간이 증가할수록 증가하

였다. Table 3에 AMV 막을 비교하여 작성하였다. 

4) IHTM 음이온교환막의 전 바나듐 흐름 전지 효율 시험을 통해 얻

은 충·방전효율, 전압효율 및 에너지효율은 각각 96.5, 74.6, 70.0%로 

VRB 적용이 가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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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VRB efficiency for IHTM-3 anion exchange mem-
brane during cycling (current density: 40 mA/cm2): (a) charge-
discharge efficiency; (b) voltage efficiency; (c) energy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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