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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초 록 

최근 급격한 인구증가와 기후변화로 인해 나타난 물 부족 

현상으로 가용수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축전식 탈염 시스템 (Capacitive Deionization, CDI)은 

친환경적, 에너지 효율적이라는 특징과 함께 차세대 수처리 기술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전극 표면에 형성되는 전기이중층 (Electrical 

Double Layer, EDL)에 이온을 흡착시키는 CDI 시스템은 탈염 용량이 

탄소의 EDL 에 국한 되는 한계를 가진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다중채널 축전식 탈염 시스템에 산화•환원 짝 반응을 추가하여 탈염 

용량을 향상시키는 시스템 (Multichannel Redox CDI system, MC-RCDI)을 

제안하였다. 가역적 반응 물질인 페리시아나이드 (Fe(CN)6
3-) 및 

페로시아나이드 (Fe(CN)6
4-)를 MC-RCDI 시스템의 전극 채널에 

추가함으로서, 기존 전극의 흡착 용량에 산화•환원 반응을 더해 추가적 

탈염이 가능하게 하였다. 전극 채널에서 페리시아나이드가 

페로시아나이드로 환원되거나, 페로시아나이드가 페리시아나이드로 

산화될 때, 전해질의 전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이온이 유입 수 채널에서 

전극 채널로 이동하게 되는 원리를 이용한 MC-RCDI 시스템은, 유입 수 

채널과 전극 채널이 이온교환막으로 분리되어 있어 반응 물질이 탈염 

수와 섞이지 않고 분리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었다. 산화•환원 반응 



II 

물질을 넣은 MC-RCDI 시스템은 67.8 mg/g 의 탈염 성능 (Salt Adsorption 

Capacity, SAC)을 나타내었으며, 90% 이상의 전하 효율 또한 유지되었다. 

이는 기존 산화•환원 반응 물질이 없는 다중채널 시스템 (SAC 19.9 mg/g) 

과 비교하여 세 배 이상 향상된 탈염 성능을 나타낸다. 더 나아가, 서로 

연결되어 흐르는 MC-RCDI 시스템의 전극 채널은 지속적으로 산화•환원 

반응을 일으켜 페리시아나이드와 페로시아나이드 양의 균형이 유지된다. 

이를 통해 방전 과정 없이도 산화•환원 반응을 통한 연속적인 담수화를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시스템적 특성 덕분에, MC-RCDI 시스템은 추후 

해수와 같은 고농도 수처리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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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지구의 급격한 인구증가 및 기후변화로 인해 나타난 물 부족 

현상은 21 세기에 해결해야할 중요한 문제들 중 하나이다. World Resource 

Institute (WRI)는 2040 년에 전 세계의 33 개국이 심각한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경고하고 있다 (Maddocks, Young et al. 2015). 따라서 

가용 수자원을 얻기 위한 기술로 저 에너지 사용, 간단한 공정, 그리고 

친환경적이라는 장점을 가진 축전식 탈염 공정 (Capacitive Deionization, 

CDI)이 대두되며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Oren 2008, Suss, Porada et al. 

2015). CDI 는 전기 에너지를 인가하여 전극 표면 근처에 형성되는 전기 

이중층 (Electrical Double Layer, EDL)에 이온을 포집 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탈염이 진행되기 때문에, 복잡한 기공 구조로 인해 넓은 

비표면적을 가진 탄소 전극을 주로 이용한다. 충전 과정에서 포집 

되었던 이온들을 방전과정에서 방출 함으로서 전극의 재생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충•방전 단계를 반복하여 원수를 처리한다 (Liu, Nie et al. 2015).  

차세대 수처리 기술로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CDI 는 전극 표면에 국한된 탈염 성능으로 인해 실 

수처리 시스템 이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있다 (Oren 2008, Liu, Nie et al. 2015, 

Suss, Porada et al. 2015, Kim, Lee et al. 2016, Kim, Lee et al. 2017). 또한, C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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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사용이 유리한 저 농도 처리 수 (예. 기수) 조건에서는 탄소 전극 

주변 전기 이중층 (Electrical Double Layer, EDL)의 형성이 제한되어 이온 

제거 용량을 더욱이 감소시킨다 (Boo, Park et al. 2004, Kim, Lee et al. 2016, 

Kim, Lee et al. 2017).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위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배터리 재료 기반의 전극 물질을 도입한 hybrid CDI 시스템(Lee, Kim et al. 

2014, Kim, Lee et al. 2016)과 battery CDI 시스템 (Pasta, Wessells et al. 2012, 

Chen, Huang et al. 2017, Lee, Jo et al. 2018), 그리고 이온 교환막을 이용한 

membrane CDI 시스템(Lee, Park et al. 2006, Biesheuvel and Van der Wal 2010) 

등 전극 개발 및 이온교환막 도입에 대한 연구가 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새로운 담수화 시스템으로 양쪽 전극에서 번갈아 가며 탈염 

수를 생산하는 흔들의자 시스템 (Rocking-chair system) (Suss, Porada et al. 

2015, Lee, Kim et al. 2017, Lee, Jo et al. 2018), 유동 전극을 사용하여 탄소 

전극의 탈염 용량을 제한 하지 않는 Flow-electrode CDI 시스템(Jeon, Park 

et al. 2013, Gendel, Rommerskirchen et al. 2014), 그리고 다중채널을 이용한 

Multichannel CDI (MC-MCDI) 시스템 (Kim, Lee et al. 2017, Kim, Srimuk et al. 

2018)이 제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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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서도, MC-MCDI 시스템은 전극 및 전해질을 처리 수와 

분리시키고 전극 성능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담수화 성능을 

향상시켰다 (Kim, Lee et al. 2017, Kim, Srimuk et al. 2018). MC-MCDI 는 2 

개의 전극 채널 사이에 1 개의 처리 수 채널을 두고 양이온 및 음이온 

교환막으로 분리되어 있다. 따라서 CDI 시스템 운전에 유리한 저 

농도에서 탈염을 진행함과 동시에 고 농도 전해질을 사용하여 탄소 전극 

EDL 을 더 효율적으로 형성시킬 수 있게 하며, 이를 통해 전례 없는 

탈염 용량을 달성하였다 (Boo, Park et al. 2004, Kim, Lee et al. 2017). 

본 연구에서는 다중채널 시스템의 전극 채널에 산화•환원 짝 

반응을 이용하여 고 용량, 고 효율 시스템인 Multichannel Redox CDI 

system (MC-RCDI)을 제안하였다. MC-RCDI 시스템에 가역적 산화•환원 

반응 물질로 페리시아나이드 (Fe(CN)6
3-)와 페로시아나이드 (Fe(CN)6

4-)를 

이용하며 전극의 흡착 성능 뿐 아니라 산화•환원 반응을 통해 처리 수의 

탈염 용량 또한 높이고자 하였다. 반응 물질이 전극 채널을 순환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나게 되며, 이때 깨진 전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처리 수 내에서 더 많은 이온들의 탈염이 유도된다.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응 물질인 페리시아나이드와 

페로시아나이드가 양 전극과 직접 접촉을 해야하고 동시에 처리 

수로부터 분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극과 처리 수가 한 채널로 존재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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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CDI 시스템에는 적용되기 어려웠지만, MC-RCDI 시스템 에서는 

처리 수 물과 혼합되지 않고 탈염에 이용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MC-RCDI 시스템의 탈염 성능을 다양한 조건 (1. 반응 물질 

농도 (0 - 100 mM), 2. 충전 전압 (0.8 V – 1.2 V), 3. 장기 운전 (25 충•방전 

사이클), 4. 연속 충전을 통한 고농도 탈염 원수 (10 - 600 mM)) 에서 조사 

하고 탈염 시스템으로서의 타당성을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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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문헌 연구 

2.1 축전식 탈염 시스템 

2.1.1 시스템 작동 원리 

 축전식 탈염 시스템 (CDI)은 카본 전극 표면에 형성되는 전기 

이중층을 이용하여 수계이온을 제거하는 전기화학적 수처리 기술이다 

(Oren 2008, Suss, Porada et al. 2015, Yoon, Lee et al. 2018). 이러한 공정 과정은 

반복적인 충전과 방전 단계로 이루어진다 (Figure 1). 충전 단계 (Figure 

1(a))는 전극에 전기를 인가하면 각 전극에 반대의 전하를 띈 처리 수의 

이온들 (예. NaCl)이 카본 전극에 흡착되어 원수를 처리하는 과정이고, 

방전 단계 (Figure 1(b))는 이온을 카본 전극에서 탈리 시켜 전극을 

재생시키는 과정이다 (Liu, Nie et al. 2015). 충전시 인가되는 전압은 EDL 

형성으로 인한 흡착에 가장 유리하면서 물분해와 같은 전자 전달 반응이 

발생하지 않는 (1.23 V vs. NHE) 범위 내에서 운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러한 CDI 시스템은 높은 전압을 인가하여 전자 전달을 

일으켜 원수를 탈염하는 전기투석법 (Electrodialysis, ED) 및 고압을 

사용하여 이온을 제거하는 역 삼투법 (Reverse osmosis, RO)보다 에너지 

소비량이 매우 낮다는 장점이 있다 (Oren 2008, Suss, Porada et al. 2015, Yoon, 

Lee et a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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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chematics of conventional capacitive deionization (CDI) during charging (a) 

and discharging (b) (Porada, Zhao et a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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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축전식 탈염 기술의 발전 

 축전식 탈염 공정 (CDI)은 크게 탄소 재료의 개질 및 새로운 

물질 도입을 통해 탈염 성능 향상을 꾀한 재료적 측면과, 공정 효율 

개선을 통해 성능을 향상시킨 시스템적 측면으로 발전되어 왔다. 우선 

CDI 의 기본 구성 요소 중 탈염 성능을 결정 짓는 가장 중요한 인자인 

전극을 개질 또는 개발함으로써 탈염 성능을 향상 시키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있다. 특히, 기존에 널리 사용되는 탄소 전극의 전기적 특성을 

더욱 활성화 시킨 활성탄 (activated carbon), 기존 전극보다 더욱 

비표면적을 넓힌 탄소 나노 튜브 (carbon nanotube), 그리고 얇은 2-D 층 

구조의 형태인 그래핀 (graphene) 등 다양한 형태의 탄소 전극을 

개발하여 정전 용량, 기공 구조, 기공 크기, 전도도 등을 향상시켰다 

(Porada, Weinstein et al. 2012, Liu, Nie et al. 2015, Kim, Srimuk et al. 2017). 

이러한 탄소 전극의 탈염 성능이 표면 흡착에 국한 되어 있다면, 

최근에는 전극 내부까지 이온을 삽입 할 수 있는 배터리 물질의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2-D 전극 물질인 맥신 (Mxene), 

양이온 선택적인 프러시안블루 (Prussian blue analogues), 또는 나트륨 

이온에 선택적인 NMO (sodium manganese oxide)등 다양한 배터리 기반 

전극 물질을 통해 탈염 용량을 높였을 뿐 아니라 필요하다면 선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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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부여할 수 있게 하였다 (Lee, Kim et al. 2014, Srimuk, Kaasik et al. 2016, 

Lee, Kim et al. 2017, Srimuk, Lee et al. 2017, Srimuk, Lee et al. 2017).  

 Figure 2(a)에서 보여지듯 1960-1970 년대에 기본 축전식 탈염 

공정인 flow-by CDI (Figure 2(b)-(1)) 및 원수가 전극을 통과하는 방식의 

flow-through CDI (Figure 2(b)-(3)) 개념이 제시된 후, 주로 탈염 기술의 

원리를 규명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이후 2004 년 Andelman 

그룹이 최초로 멤브레인을 도입한 CDI 를 구상하였는데, 음 전극 앞에는 

음이온의 이동을 막고, 양 전극 앞에는 양이온의 이동을 막을 수 있는 

장치인 Charge-barrier flow capacitor 를 특허로 소개 하였다 (Andelman and 

Walker 2004). 이는 2006 년 기존 탄소 전극에 이온교환막을 덧댄 

membrane CDI (MCDI) (Figure 2(b)-(2))의 형태로 발전 되었으며 co-ion 

repulsion 을 줄여 탈염 및 재생 효율을 비약적으로 증가시켰다 (Lee, Park 

et al. 2006).   

 이후 배터리 물질을 탈염 과정에 도입하는 개념 (Battery 

desalination)이 제시되고 다양한 개념의 시스템이 고안되었다. 2014 년 

에는 한쪽 전극은 배터리 전극 물질을 사용하고 다른 한쪽 전극은 기존 

탄소 전극을 사용하여 용량 및 배터리 전극의 구동 속도를 향상시키는 

hybrid CDI (HCDI) (Figure 2(b)-(6)) 시스템이 고안되었다 (Lee, Kim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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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Kim, Lee et al. 2016). 또한 전극 재생을 위해 필요한 방전 과정으로 

인해 생기는 CDI 시스템의 불연속성을 극복하고자 양쪽의 양이온 

선택적인 배터리 전극 (예. 프러시안블루)이 번갈아 가며 탈염을 할 수 

있는 Cation intercalation desalination (rocking-chair system, RCDI)이 

개발되었다 (Figure 2(b)-(7)) (Lee, Kim et al. 2017, Lee, Jo et al. 2018). 

 그 외에도 일반적인 고정 층 전극의 제한된 탈염 용량 극복을 

위해, 카본을 슬러리 형태로 대체하여 전극 채널에 흘려주며 염수 

채널의 이온을 무한정으로 흡착 하는 Flow-electrode CDI (FCDI) (Figure 

2(b)-(5))가 소개되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Jeon, Park et al. 2013, 

Gendel, Rommerskirchen et al. 2014). 또한 표면 처리된 전극을 이용하여 

전기 인가 시 탈착 되고 전기 비인가 시 흡착되는 시스템을 통해 전극의 

수명을 향상시킨 inverted CDI (ICDI) (Figure 2(b)-(6))등 시스템 측면의 

다양한 발전이 이루어졌다 (Gao, Omosebi et al. 2015, Gao, Omosebi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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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imeline of various CDI cell architectures emerged (a) and typical 

architectures of various CDI systems (b): Flow-by CDI (1), Membrane CDI (MCDI) (2), 

Flow-through CDI (3), Inverted CDI (ICDI) (4), Flow-electrode CDI (FCDI) (5), Hybrid 

CDI (HCDI) (6), Cation intercalation desalination (rocking-chair CDI system, RCDI) 

(7), and Desalination battery (8) (Tang, Liang et a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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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다중채널 축전식 탈염 시스템 

2.2.1 다중채널 축전식 탈염 시스템 구성 및 작동 원리 

 다중채널 축전식 탈염 시스템 (multichannel-membrane capacitive 

deionization, MC-MCDI)은 기존 CDI 탄소 전극의 제한된 EDL 형성을 

극복하여 이온 제거 용량을 더욱 높이기 위해 설계되었다 (Kim, Lee et al. 

2017). CDI 에서 처리하는 기수 같은 저 농도의 처리수에서는 탄소 전극 

기공에 EDL 형성이 원활하지 않아 표면 용량을 온전히 사용하지 

못한다고 잘 알려져 있다 (Figure 3) (Boo, Park et al. 2004). MC-MCDI 

시스템은 Figure 4 와 같이 원수 채널과 분리된 전극 채널에 고 농도의 

전해질을 사용하여 탄소 기공에 더 효과적인 EDL 을 형성시킬 수 있다. 

이는 전극 채널과 원수 채널이 양이온 및 음이온 교환막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 두 채널의 환경을 독립적으로 조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MC-MCDI 시스템에 정전압 +1.2 V 와 0 V 에서 충•방전을 

30 분씩 진행 한 결과 (Table 1), 전극 채널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탈염 

성능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극 채널의 농도를 1 

M까지 증가시켰을 때 29.8 mg/g의 탈염 성능을 나타내었으며, 이는 기존 

원수 채널과 동일한 전극 채널 농도 조건 (M5S5) 보다 2.1 배의 성능 

향상을 의미한다 (Kim, Lee et a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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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Shapes of the electrical double layers that depend on the electrolyte 

concentration: 1 mM (1), 10 mM (2), 100 mM (3), and 1000 mM (4) (Boo, Park et a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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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Multichannel membrane CDI (MC-MCDI): scheme (a) and exploded view of 

the cell (b) (Kim, Lee et a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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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alt adsorption capacity (SAC) of the MC-MCDI system at the side channels 

of 5 and 1,000 mM NaCl. System was performed with 5 mM NaCl at the feed channel, 

constant cell voltage operation (+1.2 V for 30 min charging and 0 V for 30 min 

discharging), and 10 mL/min flow rate (Kim, Lee et al. 2017). 

Concentration at the 

Middle Channel (mM) 

Concentration at the         

Side Channel (mM)  
SAC (mg/g) 

5 5 14.1 

5 1,000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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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다중채널 축전식 탈염 시스템 발전 

 MC-MCDI 를 개발한 Kim 그룹은 전극 채널과 원수 채널을 

분리함으로써 탈염 성능을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전극 채널의 폭넓은 

환경변화를 시도하며 다양한 시스템의 발전을 야기했다. 기존 CDI 

시스템에서 흔히 사용하는 ‘1.2 V 충전 0 V 방전’ 대신 ‘1.2 V 충전 0 V 

방전 -1.2 V 방전 0 V 충전’ 단계로 시스템을 운전하며 더 높은 탈염 

성능을 야기했다. 역 전위인 -1.2 V 인가 시 고 농도의 전극 채널 

이온들이 원수 채널로 방출되며, 이후 0 V 운전 단계와 1.2 V 운전 단계 

모두에서 흡착을 가능하게 한다 (Double-ion adsorption) (Figure 5 (a)). 

이러한 double-ion adsorption 방식은 고 농도의 전극 채널 시스템에서 

(M5S1000) 탈염 용량을 56.8 mg/g 으로 극대화 시킬 수 있었다 (Figure 5 (b)).  

 또한 기존 CDI 의 전극을 재생시키는 방전 과정으로 인한 

불연속성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MC-MCDI 시스템이 이용되기도 하였다 

(Kim, Srimuk et al. 2018). SCs 과 MC 모두 기수 (5 mM) 조건에서 충전 전위 

+1.2 V 를 인가하면 원수 채널에 탈염 수가 생성되게 되고, 방전 전위는 

역 전위인 -1.2 V 를 인가하면 전극 채널에 탈염 수가 생성되며 연속적인 

탈염 수 생산을 가능하게 하였다 (Figur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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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나아가 한쪽의 전극 채널에 유기 전해질인 propylene carbonate 

(PC)를 사용하여 물분해와 같은 전자 전달 반응이 발생하지 않는 전압 

범위를 넓혀 탈염 성능을 향상 시키는 연구 또한 이루어졌다 (Figure 7 

(a)) (Kim, Srimuk et al. 2018). 기존 CDI 에서 전하 효율이 90% 이상 

유지되기 위한 충전 전압 범위가 1.2 V vs. NHE 아래 였다면 유기 물질을 

넣어 2.4 V vs. NHE 까지도 고 효율 운전이 가능 했으며, 64 mg/g 까지 

탈염 성능을 향상 시킬 수 있었다 (Figure 7(b)) (Kim, Srimuk et al. 2018).  

 또한 최근에는 배터리 전극으로 널리 사용되는 프러시안 블루 

(prussian blue)를 다중채널 시스템에 적용시켜 물질 전달 속도를 향상시킨 

시스템인 MC-DB (multichannel desalination battery)이 제안되었다 (Figure 

8(a)) (Lee, Lee et al. 2019). 본 시스템에서는 고 농도의 전극 채널을 통해 

기존 저 농도를 사용하던 배터리 시스템보다 3 배 가까운 탈염 속도인 

0.0576 mg/g∙s 와 52.9 mg/g 의 탈염 성능을 기록할 수 있었다 (Figure 8(b)).  

 



17 

 

Figure 5. Representative effluent conductivity profile of the MC-MCDI at M5S1000 (a) 

and SAC, charge efficiencies, and specific capacitances of the MC-MCDI system at 

various concentrations of side channels (5 – 1000 mM NaCl) (b). The system performed 

with operating cell voltages of +1.2 V, 0 V, -1.2 V, and then 0 V for 30 min each (Kim, 

Lee et a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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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Representative effluent conductivity profiles (a) and SAC, charge efficiency, 

and energy consumption (kT) (b) of the MC and SCs of the MC-MCDI system at M5S5. 

The system was operated at 30 min of 1.2 V charging and 30 min of −1.2 V discharging 

with 10 mL/min flow rate (Kim, Srimuk et a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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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Scheme (a) and SAC, charge efficiency, and energy consumption (kT) (b) of 

the MC-MCDI system using an aqueous/organic bi-electrolyte conditions with 5 mM 

NaCl for MC and 1 M NaCl in H2O for anode channel and 1 M NaClO4 in PC for 

cathode channel. The system was performed at various charging voltages from 1.2 V to 

3.0 V and 0 V discharging for 2 h each with a flow rate of 20 mL/min (b) (Kim, Srimuk 

et a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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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Scheme (a) and SAC and maximum salt removal rate (b) of the MC-DB at a 

feed concentration of 10 mM NaCl in the middle channel (F) at various concentration 

of the side channel (S) ranging from 10 to 1000 mM (F10Sx, x =10−1000 mM). The side 

and feed streams were supplied at flow rates of 5 mL/min. A desalination test was 

performed at a constant cell voltage of −1.0 and 1.0 V for the desalination and 

regeneration steps, respectively (Lee, Lee et a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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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시스템 및 실험 설명 

3.1 산화•환원 짝 반응을 이용한 고성능 다중채널 

축전식 탈염 시스템 

Figure 9 은 Multichannel redox capacitive deionization (MC-RCDI)의 

도식 (a) 및 셀의 분해도 (b)이다. Figure 9(a)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가역적인 산화•환원 짝 반응 물질로 잘 알려져 있는 페리시아나이드 

(Fe(CN)6
3-)와 페로시아나이드 (Fe(CN)6

4-)를 넣은 고 농도의 전극 채널 

(Side channels, SCs)은 저 농도의 유입 수 채널 (Middle channel, MC)을 

가운데에 두고 순환해서 흐르게 된다. 이때, 양이온 교환 막 (CEM)과 

음이온 교환 막 (AEM)이 두 채널 사이에 위치하여 전해질과 유입 수가 

섞이지 않게 해준다 (Figure 9(b)). 이온 교환 막은 Ti-mesh 소재로 

이루어진 집전 체와 맞닿아 있고, 전극을 집전 체에 부착시켜 전기를 

효과적으로 인가해준다. 

MC-RCDI 시스템은 두가지 원리를 통해 유입 수 안에 있는 

이온들을 탈염 한다. 첫번째는 전극에 전압이 가해지면 반대의 전하를 

가진 이온이 전극에 흡착되는 기존 CDI 에서 이용되는 탈염 원리이다. 

두번째는 전극 채널에 있는 반응 물질이 산화 또는 환원되면서 전해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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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성화를 맞추기 위해 유입 수의 이온을 전극 채널로 끌어오는 원리이다. 

이는 기존 CDI 탈염 시스템에서는 유입 수와 전해질이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아 사용할 수 없었던 원리이다. 하지만 MC-RCDI 시스템은 유입 

수와 전극 채널이 이온교환막으로 분리되어 서로 섞이지 않고 독립적인 

환경 조건에서 탈염 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산화 환원 물질을 

이용하기에 적합하다.  

더 나아가, 전극 채널의 전해질이 양전극 채널과 음전극 채널로 

순환하기 때문에 산화 반응 물질이 지속적으로 탈염 성능을 유지되게 

된다. 예를 들어, 음전극에서 페리시아나이드 (Fe(CN)6
3-)가 

페로시아나이드 (Fe(CN)6
4-)로 환원되며 전해질의 중성을 맞추기 위해 

유입 수 채널에서 양이온을 끌어오게 되고, 양전극에서는 

페로시아나이드 (Fe(CN)6
4-)가 페리시아나이드 (Fe(CN)6

3-)로 산화되며 

유입 수 채널에서 음이온을 탈염 하게 된다. 즉, 전해질 내에 있는 반응 

물질은 지속적으로 산화•환원 가능하며, 이를 통해 유입 수의 이온을 

탈염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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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Schematic of the multichannel redox capacitive deionization (MC-RCDI) 

system (a) and the exploded view of the cell (b) (Kim, Hong et a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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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시스템 구성 및 전극 물질 분석 

MC-RCDI 의 셀 구조는 Figure 9(b)에 묘사되어있다. 셀은 

양전극과 음전극이 위치한 두개의 전극 채널 (SCs, 4 × 4 × 0.2 cm3)과 

하나의 유입 수 채널 (MC, 4 × 4 × 0.5 cm3)로 구성되어있다. 

전극으로는 활성탄 직물 (ACC) (CH900-20, Kuraray, Japan)을 사용하였으며, 

지름 18mm, 평균 질량 0.55 g 인 전극을 양쪽 전해질채널에 위치한 집전 

체에 맞닿게 부착하였다. 양이온 (CEM) (CMX, Neosepta, Japan) 및 음이온 

교환 막 (AEM) (AMV, Selemion, Japan)을 5 × 5 cm2 로 잘라, 탈염의 

효율을 높일 뿐 아니라 MC 과 SCs 를 분리하는데 사용되었다. SCs 에는 

페리/페로시아나이드 산화•환원 물질을 넣고, 양극과 음극을 채널에 

지속적으로 순환시켰다. MC 과 SCs 의 유량 모두 연동 펌프 (Miniplus 3, 

Gilson, USA)로 각각 5 mL/min 을 유지하였다. 추가적인 시스템 구성은 

이전 다중채널 시스템 연구에서 확인 할 수 있다 (Kim, Lee et al. 2017, 

Kim, Srimuk et al. 2018, Kim, Srimuk et al. 2018).  

본 실험에 사용한 전극인 활성탄 직물 (ACC)의 전기 화학적 

특성을 Scanning electron micrographs (SEM) (Figure 10(a), (b)), 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scopy (EDS) (Figure 10(c)), 그리고 Brunauer-Emmett-

Teller (BET) (Figure 10(d), Table 2)를 통해 분석 하였다. ACC 전극은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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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로 직물이 배열되어 있고, 직경이 0.9 - 14 μm 인 다공성 탄소 

섬유로 이루어져있다. 또한 매우 고순도의 탄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C > 

91%), 탄소 외의 물질은 대부분 산소 (5 - 8%)인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전극 재료의 비 표면적은 1,427 m2/g으로 비교적 높은 비표면적을 가지고 

있어 흡착을 하는데 매우 적합한 전극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평균 기공 부피는 0.90 cm3/g 이고 기공 크기는 1.7 nm 로 본 실험에 

사용된 ACC 는 CDI 시스템에 전극으로서 매우 적합한 다 공성 탄소임 

또한 확인하였다 (Kim, Srimuk et a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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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Morphology and electrochemical characterizations of Activated carbon 

electrodes: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investigating the morphology (a) and 

the thickness of the fiber (b), 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scopy (EDS) (c), and 

Nitrogen gas sorption isotherms (BET) at -196oC (d) (Kim, Hong et a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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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pecific surface area, total pore volume, and average pore size of the activated 

carbon clothes. The values of specific surface area and total pore volume were 

calculated by the density function theory. The average pore size implies the cumulative 

pore size corresponding half of the pore volume (d50 value) (Kim, Hong et al. 2019). 

DFT SSA (m2/g) 1,427 

DFT pore volume (cm3/g) 0.696 

Average pore size d
50

 (nm) 1.741 

 

 

  



28 

3.3 전기적 탈염 성능 분석 

MC-RCDI 의 전기적 탈염 성능을 다음과 같은 다양한 분석 

조건과 방법으로 평가하였다. 

우선, 산화 환원 물질의 농도에 따른 탈염 성능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100 mL 부피의 0 - 100 mM Na4Fe(CN)6 · 10H2O (99 %, 

Sigma-Aldrich, USA)를 100 mM NaCl (99.5%, Sigma-Aldrich, USA)와 함께 

섞어 전해질로 사용하였으며, 세미 배치로 순환 시켰다 (Semi-batch mode). 

유입 수는 10 mM NaCl 을 사용하였으며, MC 에 연속적으로 공급하였다 

(Single-pass mode). 용액의 조건은 간단히 M10SX 의 형태로 표기하였다. 

여기서 M 과 S 는 유입 수 채널 (Middle channel)과 전극 채널 (Side 

channel)을 나타내며, 10 은 유입 수 NaCl 의 농도 (mM)를 나타내고, X 는 

산화•환원 물질의 농도 (mM)를 나타낸다. 

본 탈염 실험은 1.2 V 전압에서 1 시간 충전, 0 V 전압에서 1 시간 

방전으로 이루어져있으며, 탈염 실험 전에 30 분씩의 충전 및 방전 

과정을 통해 전처리를 실행하였다. 전 처리를 통해 ACC 전극을 

활성화시킬 뿐 아니라, 페리/페로시아나이드 양을 50:50 으로 균형 또한 

맞출 수 있었다. 모든 실험은 4 사이클 충•방전을 진행 하였으며, 

재현성을 위해 모든 실험을 3 회씩 수행하였다. 탈염 성능은 전도도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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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4BW, HORIBA, Japan)와 pH 미터 (9615S-10D, HORIBA, Japan)를 

이용하여 MC 의 유출 수 농도와 pH 를 측정한 후, 흡착 용량 (Salt 

adsorption capacity, SAC), energy normalized adsorbed salt (ENAS), 전하 효율, 

에너지 소비량으로 계산하였다. 우선, 흡착 용량 (SAC)은 Equation (1)에 

의해 계산되었다: 

SAC (mg/g) =  
𝑀𝑁𝑎𝐶𝑙 ∫(𝐶0−𝐶𝑡)∙𝑣∙𝑑𝑡

𝑚
  Equation (1) 

, 이때 Co 과 Ct 는 각각 유입 수 농도와 유출 수 농도 (mM)를 나타내고, 

ν는 부피 유량 (L/min), MNaCl은 NaCl의 분자량 (g/mol), m은 양쪽 전극의 

무게 합 (g)을 나타낸다.   

 전하 효율은 Equation (2)을 통해 계산 된다: 

Charge efficiency =
𝑆𝐴𝐶∙𝑚

𝑀𝑁𝑎𝐶𝑙
/

∫ 𝐼∙𝑑𝑡

𝐹
  Equation (2) 

, 이때 I 는 충전 단계의 전하 (A)를 나타내고, F 는 패러데이 상수 

(96.485 C/mol)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탈염 이온 당 에너지 소모는 Equation (3)를 통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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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 consumption (E,kT)=
𝑉 ∫ 𝐼∙𝑑𝑡

𝑛
  Equation (3) 

, 이때 V 는 정전압 운전에 가해준 전압 (V), n 은 탈염 된 총 이온의 

개수를 나타낸다. 1 kT 는 2.47 × 103 J/mol 로도 나타내어질 수 있다. 

 또한, MC-RCDI 시스템의 다양한 충전 전압 별 실험을 통해 충전 

전압에 따른 탈염 성능을 분석하였다. 충전 전압 0.8 V - 1.2 V, M10S100 의 

용액 조건에서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반응 물질을 넣지 않은 기존 

다중채널 시스템과 각각의 충전 전압에 따른 성능을 비교하였다. 또한 

25 회의 지속적인 충•방전 운전을 통해 시스템의 안정성 및 장기 운전의 

특징을 확인하였다. 두 실험 모두 1 시간 충•방전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마지막으로, 산화환원 물질 탈염 성능의 지속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24 시간 연속 충전을 수행하였다. 기수 (10 mM)에서 해수 (600 

mM)까지 다양한 농도의 유입 수를 이용하여 탈염 성능을 관찰하였다. 

연속 충전 실험을 위해, 1 L의 유입 수를 순환시켰다 (Semi-batch mode) 1.2 

V 충전 전압에서 24 시간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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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시스템 전기적 특징 분석 

ACC 전극의 흡착 및 산화•환원 물질의 반응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순환 전압 전류 법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을 진행하였다. 주문 

제작한 셀 (0.36 π × 0.02 cm3)을 이용하였으며, 3 전극 시스템으로 운전 

하였다. 작업 전극으로 지름 9 mm ACC 를 사용하였고, 상대 전극으로는 

지름 18 mm ACC 를 사용하였으며, 기준 전극으로는 Ag / AgCl (3M KCl)를 

사용하였다. 작업 전극과 상대 전극 사이에 지름 18 mm 스페이서를 

이용하여 두 전극을 분리 시켰다 (Whatman, GE Healthcare Life Sciences, 

UK). 100 mM NaCl 에 다양한 농도의 Na4Fe(CN)6 · 10H2O (0 – 100 

mM)를 전해질로 사용하였다. 2 mV/s 의 스캔 속도로 순환 전류 법을 

이용하여 농도에 따른 시스템의 전기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VersaSTAT 3, 

Princeton Applied Research, USA). 더 나아가, 산화 환원 반응 물질을 넣은 

전극의 탈염 원리를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스캔 속도 (1 – 20 mV/s)로 

피크 전류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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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과 및 토의 

4.1 산화•환원 짝 반응 물질 농도에 따른 시스템 

분석 

4.1.1 산화•환원 짝 반응 물질 농도에 따른 탈염 성능 

 반응 물질 농도에 따른 유출 수의 농도 변화를 Figure 11 에 

도시하였다. Figure 11 을 통해 산화•환원 물질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충전 

단계 초기의 유출 수 농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평형 상태에 도달하였을 때에도 산화 환원 반응 물질을 넣은 MC-

RCDI 시스템의 유출 수 농도가 유입수의 농도 (10mM) 이하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전극의 흡착 만을 이용하는 기존 CDI 시스템 

에서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탄소 표면의 흡착 용량 포화로 추가적인 

탈염이 불가능하지만, 본 MC-RCDI 시스템에서는 재생산 되는 

페리시아나이드와 페로시아나이드 산화•환원 물질로 인해 유입 수에서 

일정량의 이온의 지속적인 탈염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ure 12 는 MC-RCDI 시스템의 성능을 다양한 지표로 분석하여 

도시한 그래프이다. 그래프를 통해 흡착 용량인 SAC 가 19.9 mg/g 에서 

최대 67.8 mg/g 로 3.4 배 이상 향상 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MC-RC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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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이 산화•환원 반응 물질의 농도에 관계없이 90% 이상의 전하 

효율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아 MC-RCDI 의 시스템은 탄소 표면 흡착과 

산화•환원 반응을 통해 효율적으로 유입 수를 탈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탈염 성능 향상이 30 mM 의 산화•환원 커플 농도에서 

최적화 되는 것으로 보아 (Figure 12), ACC 의 복잡한 다공성 구조 또는 

시스템 저항으로 MC-RCDI 의 산화 환원반응이 제한된 것으로 예측된다. 

 탈염 성능 향상을 전극의 흡착과 산화•환원 반응으로 나누어 

확인하기 위해 M10S100 의 조건과 동등한 이온 수의 NaCl (350 mM)을 

전해질로 사용하여 MC-RCDI 시스템의 탄소 표면 흡착으로 인한 탈염 

성능을 조사하였다 (Figure 13). 이때 350 mM NaCl 을 전해질을 이용한 

MC-RCDI 시스템의 유출 수 농도 변화가 M10S0 과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SCs 에 350 mM NaCl 의 전해질을 이용하였을 때 21.7 mg/g 의 

탄소 표면 흡착 성능을 보였다. 이를 통해, M10S100 조건에서 향상된 탈염 

성능은 탄소 표면 흡착: 21.7 mg/g 과 산화•환원 반응: 46.1 mg/g 에서 

기인하였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MC-RCDI 탈염 성능 향상의 주된 

이유는 전극 채널 (SCs)에서의 산화•환원 반응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Figure 14 는 반응 물질 농도에 따른 유출 수의 pH 변화(a)와 

전해질의 pH 변화(b)를 나타낸다. 모든 농도 조건의 산화•환원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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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 실험에서 유출 수 (∆pH < 0.1)와 전해질 (∆pH < 0.5)의 전해질의 

pH 에 대해 유의미한 변화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MC-RCDI 

시스템에서는 부 반응 (ex. H2O2 생성, 전극 산화)이 무시 가능할 

정도로만 존재하여 전기적으로 효율적인 거동이 가능 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Porada, Zhao et al. 2013, Shapira, Avraham et al. 2016, Yu, Jo et al. 2018). 

또한 본 실험 운전 조건에 한해서 MC-RCDI 시스템이 반응 물질을 

사용함에도 인체에 크게 해롭지 않은 시스템으로 사료된다. 이는 

페리시아나이드와 페로시아나이드 물질이 pH 가 산성 조건일 때 독성이 

높은 화학 물질로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Figure 14(b)에서 볼 수 

있듯이 전극 채널의 pH 는 9–10 으로 매우 안정적인 염기조건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페리시아나이드와 페로시나이드의 큰 분자 

크기로 인해 전극 채널에서 유입 수 채널로 통과하지 않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Table 3). 따라서 현재 MC-RCDI 시스템에서 SCs 에 있는 

페리시아나이드와 페로시아나이드의 독성 문제는 유의할 수준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Dash, Gaur et al. 2009). 보다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MC-

RCDI 시스템 운전을 위해서는 더 경제적이고 덜 유해한 산화•환원 

재료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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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Representative effluent concentration profiles of the MC-RCDI at M10SX, 

where X: 0-100 mM of ferri-/ferrocyanide. The experiment was performed with a 

constant cell voltage of 1.2 and 0 V with flow rates of 5 mL/min (hourly charging and 

hourly discharging operation) (Kim, Hong et a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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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Desalination performance of the MC-RCDI: SACs, charge efficiencies, and 

specific capacities at M10SX, where X: 0-100 mM of ferri-/ferrocyanide. The experiment 

was performed with a constant cell voltage of 1.2 and 0 V with flow rates of 5 mL/min 

(hourly charging and hourly discharging operation) (Kim, Hong et a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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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Effluent concentration profiles of MC-RCDI at M10S0, M10S100, and 10 mM 

NaCl in MC and 350 mM NaCl in SC to examine individual contributions of electrical 

double layer and redox reaction. The system with 350 mM NaCl was considered as the 

equivalent number of ions with the 100 mM NaCl and 100 mM Na4Fe(CN)6, possibly 

investigating the SAC attributed to the electrical double layer in the MC-RCDI system 

(Kim, Hong et a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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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Effluent pH profiles of the MC (a) and the SCs (b) at M10SX, where X: 0-100 

mM of ferri-/ferrocyanide. The MC-RCDI with the presence of the redox couple showed 

that the pH values for the middle channel were within 6.5-7.3, while the pH values for 

the side channel were within 9.0-10.2 (Kim, Hong et a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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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ncentration of Fe from the effluent of the middle channel during the 

discharging step. The samples were collected during 3rd discharging step and analyzed 

by the inductively coupled plasma atomic emission spectrometer (ICPS). 

Sample Concentration of Fe 

10 mM ND 

30 mM ND 

50 mM ND 

100 mM 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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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MC-RCDI 시스템 에너지 분석 

 MC-RCDI 의 이온 제거 당 에너지 소모를 계산 하였을 때, 

농도에 관계없이 25 kT (1.26 ×  105  J/mol) 를 보였다. 이는 기존 

산화•환원 반응 물질이 없을 때의 에너지 소모 (27 kT, 1.32 ×  105 J/mol) 

보다 조금 낮은 것으로 보아, 산화•환원 반응 물질을 추가한 MC-RCDI 

시스템을 통해 유입 수 이온의 효율적 탈염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MC-RCDI 시스템과 다양한 CDI 시스템의 (CDI, MCDI, MC-MCDI) 

에너지 소모를 비교하였다 (Table 4). 탄소 전극을 이용한 정 전압 운전 

시스템을 비교하였으며, 탈염 원수의 조건과 전극의 종류는 표에 

표기하였다. Table 4 에서 볼 수 있듯이, MC-RCDI 시스템은 CDI 시스템 

(Kang, Kim et al. 2014, Kim, Dykstra et al. 2015, Qu, Campbell et al. 2016, Yoon, 

Lee et al. 2017) 및 MC-MCDI 시스템 (Kim, Lee et al. 2017)과 비슷한 이온당 

에너지 소모를 보이며, MCDI (Biesheuvel, Porada et al. 2014) 시스템에 

비해서는 훨씬 적은 양의 에너지를 소비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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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mparison of the energy consumption (kT) in various electrochemical 

systems operated at the constant voltage. The lists contain CDI, MCDI, MC-MCDI, and 

MC-RCDI systems with carbon electrodes. For MC-MCDI and MC-RCDI system, the 

middle channel was denoted as M, while the side channels as S (Kim, Hong et al. 2019). 

System Electrode 
Feed concentration  

(mg/L) 

Energy 

consumption 

(kT) 

Ref. 

CDI 

Activated carbon 

584 40.4 
Kang, Kim et al. 

2014 

1168 25.9 
Kim, Dykstra et al. 

2015 

584 27.7 
Qu, Campbell et 

al. 2016 

Carbon aerogel 5844 24.3 Lee et al. 2017 

MCDI Activated carbon 5840 31.1 
Biesheuvel, Porada 

et al. 2014 

MC-MCDI 
ACC  

(Kynol) 

M:292 / S:292 20.0 
Kim, Lee et al. 

2017 M:292 / S:58400 20.0 

MC-RCDI 
ACC  

(Kuraray) 

M: 584 / S: 5840 26.9 

This study 
M: 584 / 

S: 5840 NaCl + 

48406 redox couple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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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MC-RCDI 작동 원리 

 산화•환원 반응 물질을 넣었을 때 흡착 성능 증가 원인은 MC-

RCDI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Figure 15). MC-RCDI 

시스템의 충전은 크게 네 가지 단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전극에 전기가 

인가되면, Figure 15(a)-(i),(ii) 에서 나타나듯 반대 전하를 띈 이온이 

전극에 흡착되거나 전해질의 중성화를 위해 MC 에서 SCs 로 이동하게 

된다. 전극과 같은 전하를 띈 이온들은 이온 교환막으로 인해 SCs 에서 

MC 로 나가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해 Co-ion repulsion 현상이 감소하여 

전하 효율이 증가하게 된다 (Figure 15(a)-(iii)). 산화•환원 반응으로 인해 

생긴 전하의 불균형을 맞추기 위해 MC 에서 SCs 로 더 많은 이온들이 

들어오는 과정은 MC-RCDI 의 가장 특징적인 작동 원리로서, Figure 15(a)-

(iv)에서 보여준다. 예를 들어, 음 전극에서 페리시아나이드 (Fe(CN)6
3-)가 

페로시아나이드 (Fe(CN)6
4-)로 환원되면, 늘어난 음 전하로 인해 깨진 각 

환원 전극 채널 전해질의 전하 균형을 유입 수의 Na+가 들어오며 

맞추게 된다. 충전 중 일어나는 지속적인 산화•환원 반응은 전체 탈염 

성능을 현저히 증가시키는 데에 기여한다. 방전 단계에서는 전극의 

EDL 에서 방출된 이온이 SCs 의 전하 중성을 맞추기 위해 MC 로 

이동하게 되고, 농축 수를 생성하게 된다 (Figure 1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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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Schematic diagram of the MC-RCDI mechanism during the charging 

process (a) and the discharging process (b). SC and MC denote the SCs and MC, 

respectively; AEM and CEM represent the anion and cation exchange membranes, 

respectively (Kim, Hong et a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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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순환 전압 전류 법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  

 순환 전압 전류 법 분석을 통해서도 MC-RCDI 시스템의 탈염 

원리를 해석해 보았다(Figure 16). 산화•환원 반응 물질이 있는 

조건에서는 뚜렷한 산화•환원 피크가 0.12 V – 0.28 V (vs Ag / AgCl) 

사이에 형성되었지만, 반응 물질이 없는 조건에서는 직사각형 모양의 

CV 그래프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Figure 16(a)). 또한 반응 물질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산화•환원 반응 전류도 0.36 A/g (10 mM Fe(CN)6)에서 

1.34 A/g (100 mM Fe(CN)6)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기존 

ACC 전극은 이상적인 커패시터의 역할을 하며, 반응 물질 추가 시 

산화•환원 반응을 위한 전기 촉매의 역할 또한 효과적으로 수행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다양한 스캔 속도에서 순환 전압 전류 법을 시행하여 ACC 

전극에서의 산화•환원 물질 반응 특성을 분석하였다 (Figure 16(b)). 

그림에서 나타나듯이, 산화•환원 반응 피크 전류 모두 스캔 속도의 

제곱근에 비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계를 통해, ACC 

전극에서의 산화•환원 반응은 물질 전달 제한적인 반응으로 사료된다. 

다시 말해, ACC 전극을 이용한 MC-RCDI 시스템은 EDL 을 통한 흡착 뿐 

아니라, Fe(CN)6 물질이 산화 또는 환원 되는 빠른 전기 촉매 과정을 

더해 탈염 성능이 증가한 것을 시사한다.  



45 

 

Figure 16. CV of the ACC electrode in 100 mM NaCl and at various concentrations of 

ferri-/ferrocyanide (0−100 mM) (a) and linearization of the peak current for the 100 

mM NaCl and ferri-/ferrocyanide solution at various scan rates (1-20 mV/s) (b) (Kim, 

Hong et a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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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충전 전압에 따른 탈염 성능 

 다양한 충전 전압 (0.8 – 1.2 V)에 따른 MC-RCDI 시스템의 탈염 

성능은 Figure 17에서 보여준다. 충전 전압이 0.8 V에서 1.2 V로 증가함에 

따라 탈염 성능은 33.8mg/g 에서 67.9mg/g 으로 두 배 이상 향상됨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MC-RCDI 시스템의 탈염 성능은 충전 전압에 

크게 영향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충전 효율은 지속적으로 90% 

이상을 유지하였으며, 실험한 충전 전압 범위 내에서 약 ~26 kT (1.29 ×

 105 J/mol)의 에너지를 소모를 보였다.  

MC-RCDI 시스템의 충전 전압에 따른 탈염 성능을 산화•환원 

반응이 없는 기존 MC-MCDI 시스템과 비교하였을 때, MC-RCDI 

시스템의 탈염 성능이 인가 전압에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인가 전압을 0.8 V 에서 1.0 V 로 높일 때 MC-RCDI 시스템에서 

인가 전압을 176%의 탈염 성능 향상을 보인 것에 반해 (| ΔSAC | = 25.7 

mg/g), MC-MCDI 경우에는 탈염 성능 향상이 138% 정도임이 관찰 

되었다. 결과적으로, 산화•환원 산화 환원 반응 물질 적용을 통한 탈염 

성능 향상을 위해서는 전극에 충분한 전압이 인가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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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7. SACs and charge efficiencies at different applied charging voltages of 

0.8−1.2 V in the presence (M10S100) and the absence (M10S0) of the redox couple (Kim, 

Hong et a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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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장기 운전 탈염 성능 및 시스템 안정성 평가 

 Figure 18 는 25 번의 충•방전 사이클 동안의 흡착 및 탈착 용량 

과 전하 효율을 나타낸다. 25 번의 사이클을 반복하였을 때 탈염 용량은 

68 mg/g (1 사이클) 에서 118 mg/g (25 사이클)으로 약 1.7 배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충전 전하 효율은 25 사이클 동안 93% 이상 유지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앞서 설명한 MC-RCDI 의 충전 및 방전 메커니즘간의 

차이로 설명 할 수 있다 (Figure 15). 충전 단계에서는 전기적 흡착 및 

산화•반응을 통해 유입 수를 탈염 하는 것에 반해, 방전 단계 (0 

V)에서는 흡착된 이온들만 유입 수로 빠져나가며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25 사이클에 걸쳐 SAC 가 SDC 보다 값이 

평균적으로 24 mg/g 정도 큰 것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충전 단계에서 

탈염 된 이온 중 일부가 SCs 에 축적되게 되고, 이러한 이온의 축적은 

전해질의 농도를 높여 시스템 저항을 감소시켜주게 된다. 즉 전극의 

EDL 형성과 산화•환원 반응을 일으키기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해준다. 

결과적으로 전기적 흡착 및 산화 환원 반응에 의해 사이클이 지속될수록 

SAC 가 향상되는 반면, SDC 는 전기적 흡착의 양이 증가하는 것에만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SAC 와 SDC 사이의 편차가 점차 확대됨을 

야기한다. 이러한 결과는 주기적으로 높아진 SCs 의 농도를 바꾸어 주어 

지속적인 탈염 성능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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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8. SACs, charge efficiencies, and SDCs over 25 cycles at M10S100 at a constant 

cell voltage of 1.2 and 0 V and flow rates of 5 mL/min (half cycle time for 1 h). SACs, 

charge efficiencies, and SDCs were analyzed in every 2 cycles, along with 1st and 25th 

cyclic data (Kim, Hong et a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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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연속 충전을 통한 지속 가능한 산화•환원 반응 

물질의 탈염 성능 분석 

 페리시아나이드와 페로시아나이드의 가역적 산화•환원 반응에 

근거하여, MC-RCDI 시스템의 지속적 탈염 성능을 분석하였다 (Figure 19). 

24 시간 동안 연속 충전을 통해 기수부터 (10 mM), 해수에 이르기 까지 

(600 mM) 탈염을 지속한 결과, 각각 초기 농도의 57, 38, 6 % (10, 100, 600 

mM NaCl)까지 탈염 되는 것을 관찰하였다. 또한, 유입 수 10, 100, 600 

mM NaCl 농도에 대해 각각 270, 1700, 1750 mAh/g 의 비 정전용량 

(Specific capacitance)을 얻었다. 이러한 탈염 성능은 산화•환원 반응 

물질이 연속 충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반응을 일으켜 고농도 유입 수의 

담수화가 가능함을 시사한다. 위 세 가지 유입 수 농도 조건에서 에너지 

소비는 ~24 kT (1.19 × 105  J/mol)로, 유입 수 농도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본 실험 조건에서는 탈염 성능이 100 mM NaCl 이상의 

유입 수 에서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것을 관찰 하였다. 이는 제한된 

물질 전달로 인한 산화•환원 반응의 탈염 성능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 된다. Figure 20 과 같이 SCs 의 유속을 5 mL/min 에서 10 mL/min 으로 

증가시켜 물질 전달을 높인 결과, 100 mM NaCl 유입 수의 탈염 성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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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 가까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물질 전달에 기인한 시스템 

저항이 MC-RCDI 시스템의 탈염 성능에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작동 조건을 최적화 하거나 전극의 다공성 구조를 개선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물질 전달의 한계를 극복 시킨다면, MC-RCDI 의 

담수화 성능이 더 크게 향상 될 것이라 기대한다 (de Miguel, Vilella et al. 

2002, Park, Sung et al. 2004, Lebègue, Baranton et al. 2011). 더 나아가, 연속 

탈염이 가능한 것을 보아 MC-RCDI 시스템이 추후 낮은 전압을 이용한 

ED (Electrodialysis) 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보여준다. 

이에 대해 다양한 추가 연구를 동반한다면 MC-RCDI 시스템이 낮은 

에너지를 이용한 고농도 유입 수 탈염 시스템으로 발전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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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9. Representative effluent concentration profiles of MC-RCDI for 

24 h continuous charging operation using different feed solutions 10 −600 mM 

of NaCl at an operation voltage of 1.2 V and flow rates of 5 mL/min (Kim, 

Hong et a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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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0. Representative effluent concentration profiles of MC-RCDI for 15 h 

continuous charging operation at the SCs with flow rates of 5 and 10 mL/min. Other 

operation conditions are following: M100S100, an operation voltage of 1.2 V, and the MC 

flow rate of 5 mL/min (Kim, Hong et a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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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기존 다중채널 시스템에 산화•환원 반응을 적용한 

MC-RCDI 시스템을 제안 하며, 이를 통해 탈염 성능을 향상시켰다. 

가역적 반응 물질인 페리시아나이드와 페로시아나이드를 넣은 MC-

RCDI 는 높은 탈염 용량 (SAC = 67.8 mg/g) 및 90% 이상의 전하 효율을 

나타내었으며, 이는 산화•환원 반응 물질이 없는 다중채널 시스템과 

비교하여 3.4 배 높은 탈염 용량을 나타낸다. 본 탈염 성능 향상의 주된 

원인은 가역적 반응 물질인 페리/페로시아나이드가 전극 채널을 

순환하며 지속적으로 일으키는 산화•환원 반응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였다. MC-RCDI 시스템은 장기 운전 동안 높은 전하 효율을 

유지하였으며, 운전 사이클이 늘어날수록 탈염 성능이 더 증가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지속 가능한 산화•환원 반응 물질은 해수와 같은 

고농도 수처리에서도 연속적인 탈염이 가능하였으며, 이는 후속 연구를 

통해 MC-RCDI 시스템이 낮은 전압을 이용한 ED 시스템으로서 

실용화될 가능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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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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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Capacitive deionization (CDI) has garnered increased attention as a 

promising electrochemical desalination technology. However, the limited ion 

removal capacity of the carbon electrodes is a bottleneck for its conventional 

application. Herein, we proposed a novel CDI system, known as multichannel redox 

CDI (MC-RCDI) to enhance the desalination performance of CDI by utilizing the 

redox reaction between ferricyanide and ferrocyanide as well as the conventional 

adsorption capacity of the carbon electrodes. In the MC-RCDI, the feed water in the 

middle channel was fully separated from the redox-couple-containing electrolyte in 

the side channel by ion exchange membranes. Then, along with the carbon 

adsorption capacity, the electrochemically reversible redox reaction provided an 

additional salt removal capacity driven by the charge inequality. Thus, the MC-RCDI 

exhibited a significantly enhanced salt adsorption capacity (SAC) of 67.8 mg/g and 

a charge efficiency of∼90%. The results demonstrated as greater than threefold 

increase in the salt removal capacity, compared to the system without the red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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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tion (SAC ≈ 19.9 mg/g). Moreover, in the MC-RCDI system, a sustainable redox 

reaction allowed a continuous desalination without a discharging step, possibly 

leading to the desalination of concentrated feed solution, up to seawater level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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