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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최근 전기 자동차와 에너지 저장 및 관리 시스템(Energy Storage 

System, ESS) 등 대형 전지 또는 그 이상의 규모를 담당하는 전지 

시장이 급성장한 상황으로 전지 시장의 고객이 필요로 하는 용량 및 

출력 수준이 기존의 소형 전지를 뛰어넘은 지 오래다.  

이런 소형 이차전지의 대용량화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레독스 

흐름 전지와 같은 활물질이 전해질에 용해된 액상 기반의 전지 시스템이 

그 대안으로 제기되었다. 한정된 부피 안에서 활물질 농도에 따라 저장 

용량 증가를 꾀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완벽하게 

활물질을 분리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안정한 소재의 멤브레인으로 인한 

문제점도 뒤따른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멤브레인 없이도 구동 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시스템을 고안하였고, 이를 위해 서로 섞이지 않는 두 전해질 

사이에 형성되는 계면 상의 전기화학 반응을 기반으로 한 원리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정전류 충·방전을 통해 이 전기화학 시스템이 

이차전지로써 작동 가능한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수계 전해질의 활물질로 Fe(II)/(III)을 레독스 커플로 사용하였고, 

유기계 전해질은 활물질인 9,10-Phenathrenequinone(PQ)를 유기용매 

니트로벤젠에 녹여 구성하였다. 각각의 활물질은 가역적으로 

산화·환원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두 전해질은 멤브레인 없이 분리되고 

섞이지 않는 상태를 잘 유지함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구성으로 완전지를 

제작하여 충·방전 했을 때 전지가 잘 구동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활물질의 산화수 변화를 통해 가역적으로 활물질의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남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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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액상 기반의 전지 시스템에서 한계로 여겨졌던 

멤브레인을 배제한 새로운 형태의 전지를 고안하였고, 이 시스템이 

문제없이 구동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비정상 구동 

상황을 가정한 상황에서도 안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 이차전지, 레독스 흐름 전지, ITIES, 멤브레인, 전기화학 

학   번 : 2015-21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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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대인들의 삶에서 휴대전화를 빼놓고 논할 수 없는 것처럼, 그 

필수부품인 이차전지가 없는 삶을 생각하기 어렵다.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등과 같은 소형 전자 기기에의 포터블 전력 제공부터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화석 연료를 대체하려는 방편으로의 전기 자동차에의 전력 원천,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와 같은 대용량/대출력의 에너지 관리가 필요한 방대한 규모의 

전력 저장 시스템까지 이차전지를 필수요소로 하는 곳은 무궁무진할 뿐 

아니라 목적과 쓰임새가 제각각이기 때문에, 각각의 상황에 맞는 스펙을 

만족하는 이차전지의 연구와 개발이 절실하다. 이차전지 관련 시장은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나 최근에는 전기 자동차와 에너지 

저장 및 관리 시스템(Energy Storage System, ESS) 등 대형 전지 또는 그 

이상의 규모를 담당하는 전지 시장이 급성장한 상황이다. 전지 시장의 고객이 

필요로 하는 용량 및 출력 수준이 기존의 소형 전지를 뛰어넘은 지 오래이며, 

특히 ESS용 전지의 경우는 그 규모가 건물 수준에 육박하는 등, 소형 리튬 

전지의 수준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1]  

이런 이차전지의 대용량화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의 하나로, 활물질이 

전해질에 용해된 형태로 존재하는 액상 기반의 전지 시스템이 그 대안으로 

제기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써 레독스 흐름 전지(Redox flow battery)를 

들 수 있는데, 이 레독스 흐름 전지는 산화 상태가 다른 활물질이 녹아있는 

두 전해질을 구성하여, 멤브레인에서 두 용액이 접하게 되고 멤브레인을 

통과하는 이온교환 반응과 함께 각각 전해질 내 활물질이 산화·환원되면서 

충·방전하는 것을 그 원리로 하여 에너지를 저장한다. 한편 액상 전해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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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반응을 돕고자 펌프를 도입하여 스택 내부를 전해질이 흐를 수 있게 

한 것이 대표적인 특징이라 하겠다.[2-6]  

이러한 액상 기반 시스템은 그 에너지 밀도가 활물질의 용해도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한정된 부피 안에서 활물질 농도 증가만으로 대용량 에너지 

저장을 달성할 수 있다는 매력을 가진다. 저장 공간(reservoir) 내에 

대부분의 전해질을 저장하고, 펌프를 이용하여 전해액을 순환시켜 전기화학 

반응은 멤브레인을 포함하는 반응 부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여타 구성 성분의 

분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특징으로 한다.  

이렇게 고용량 측면에서 매력을 지닌 레독스 흐름 전지에서 역시 단점이 

존재한다. 이는 멤브레인에서 비롯되는데, 흐름 전지 안에서 각각의 전해질은 

셀 내에서 멤브레인에 의해 섞이지 않도록 분리된다. 하지만 현재 사용되는 

고분자계 멤브레인은 완벽하게 활물질을 분리하지 못하여 일부 활물질이 교차 

혼합(cross-over)되어 자가 방전, 에너지 손실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외에도 가격 측면에서도 멤브레인의 비용은 전체에서 1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재고의 여지가 있다.[4, 7]   

이에 따라서 본 연구에서 멤브레인이 없이도 구동 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액상 기반 전지 시스템을 고안하였다. 이를 위해 서로 섞이지 않는 두 종류의 

전해질 사이에 형성되는 계면 상의 전기화학 반응을 기반으로 하는 ITIES 

(Interface between two immiscible electrolyte solutions)의 원리를 

도입하였다. 한쪽은 수계 전해질을, 다른 한쪽은 유기계 전해질을 채택하여 

멤브레인의 부재에도 자연적으로 계면을 형성하는 게 가능했고, 이를 

충·방전을 통해 전지로써 작동 가능한지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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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헌연구 
 

2. 1. 전기화학 전지 및 원리 

 

전지는 활물질이 가지는 화학적 에너지를 전기화학적 산화/환원 반응을 

통해 전기적 에너지로 전환하는 장치로 이러한 반응은 전기 회로를 통해서 한 

물질에서 다른 물질로의 전자의 이동을 수반한다. 일반적으로 전기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기본 단위는 셀(cell)이라고 불리며, 각각의 셀은 3개의 주 

된 요소인 음극(anode), 양극(cathode), 전해질(electrolyte)로 이뤄진다.   

일반적으로 전기화학 셀에서는 항상 두 가지 반응이 동시에 일어나며 

양극에서는 환원반응이, 음극에서는 산화 반응이 일어난다.  

(환원반응)  a A + n e- = c C 

(산화반응)  b B – n e- = d D 

여기서 A, B, C, D는 반응에 참여하는 물질을 나타내며, a, b, c, d는 각각의 

물질들이 반응에 참여하는 몰 수를, n은 반응에 참여한 전자의 몰 수를 

나타낸다. 셀에서의 전체반응은 두 반쪽 전지 반응의 합으로 표시된다.  

(전체반응)  a A + b B = c C + d D 

이 반응의 표준 깁스 자유에너지 변화는 다음과 같다.  

ΔG˚ = -n F E˚ 

여기서 F는 패러데이 상수로 96485 C mol-1, E˚는 표준 전위차에 

해당한다. 이때, 표준 상태가 아닌 조건에서의 셀의 평형 전위차 E는 Nernst 

식에 의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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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는 I종의 활동도이고, R은 기체상수(8.314 J mol-1K-1)그리고 T는 

온도에 해당한다. 이처럼 화학반응의 표준 깁스 자유에너지로부터 기전력을 

계산해 낼 수 있으며 이것이 전지의 화학적 에너지를 전기적 에너지로 외부 

회로로 제공할 수 있는 구동력이 된다. 

 

2. 2. 레독스 흐름 전지  

 

2. 2. 1. 소개 및 원리 

 

레독스 흐름 전지는 이차전지의 한 형태로, 기존의 전지와 대비되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로는 고상의 활물질을 이용하는 기존의 

이차전지와 달리 활물질을 용해된 형태로 이용한다는 점이며, 두 번째는 

펌프를 이용하여 인위적으로 플로우(flow, 흐름)을 가함으로써 셀과 별도로 

구성된 탱크 내 물질을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레독스 흐름 

전지의 이러한 특징은 1) 액상의 활물질을 사용함으로써 고상의 반응에서 

RDS로 작용하는 물질 내 전하전달이 배제되기에 전기화학 반응을 좀 더 

쉽게 하며, 2) 반응 부 이외의 별도 저장시설을 마련할 수 있으므로 더욱 

고용량의 에너지 저장/변환이 가능하게 한다. 그러므로 보통 레독스 흐름 

전지는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 energy storage system)로의 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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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로 연구 중이다.  

또한 ESS용 레독스 흐름 전지는 기존 이차전지 방식보다 초기 투자비용은 

높은 편이지만, 대용량 에너지를 기본으로 하는 ESS 측면에서는 용량 증가 

대비 비용이 상대적으로 더 적어 대규모의 전력 저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는다.  

또한, 상온에서 구동할 수 있기 때문에 온도에 의한 열화가 적고 전지 

스택도 장기간 사용이 가능하므로 수명이 길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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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Basic schematic of commonly used redox flow batt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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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독스 흐름 전지의 원리는 다음과 같다. 먼저 충전 과정을 살펴보면, 

양극에서 전해질의 활물질이 산화되면, 전하의 균형이 맞춰지도록 전해질 

내의 구경꾼 이온이 멤브레인을 통하여 다른 한쪽으로 넘어간다. 이와 동시에 

전자가 외부 도선을 통해 음극으로 이동하고 음극 전해질에서 전자를 받아 

환원이 일어난다. 반면 방전 과정 동안에는 음극 전해질의 활물질이 산화되고 

전자는 양극 쪽으로 이동하며 양극 활물질은 전자를 받고 환원된다.  

레독스 흐름 전지의 성능은 보통 효율로 결정하며 쿨롱 효율(Coulombic 

efficiency, CE), 전압 효율(Voltage efficiency, VE), 에너지 효율(Energy 

efficiency, EE)이 포함된다.[6, 9]  

쿨롱 효율은 전지의 방전 용량을 충전 용량으로 나눈 값으로 정한다. 쿨롱 

효율이 높을수록 용량 손실이 적음을 의미한다.  

 

 

 

전압 효율은 전지의 방전 전압을 충전 전압으로 나누어 정한다. 

  

 

 

에너지 효율은 쿨롱 효율과 전압 효율로부터 구할 수 있으며 둘의 곱으로 

값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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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구성 요소 

 

레독스 흐름 전지의 구성은 크게 탱크와 펌프, 셀로 나눌 수 있다. 

탱크에는 산화 상태가 서로 다른 활물질이 용해된 전해질을 저장하며, 펌프는 

탱크에서 저장 중인 전해질을 반응부인 셀로, 또 반응한 전해액을 탱크로 

순환시키는 역할을 한다. 한편 활물질의 산화·환원 반응은 셀에서 일어난다. 

이 셀은 멤브레인을 통해 음극과 양극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고, 각각의 

내부에 전극이 위치하게 된다. 여기서 활물질이자 전해질로 산성의 전이금속 

산화/환원 쌍의 수용액이 대표적으로 사용된다.  

멤브레인은 다음과 같은 특성이 요구된다.  

 

(1) 이온 전도도  

이온이 멤브레인을 통과하여 이동함에 따라 전류 흐름(current circuit)이 

형성된다. 이때 전압 효율의 손실을 막기 위해 이온이 잘 이동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온의 이동이 멤브레인의 이온 전도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온 

전도도가 높을수록 이온의 이동이 쉬워지고, 손실을 줄일 수 있다.  

 

(2) 이온 선택성  

멤브레인은 전하의 균형을 위해 이동하는 수소이온과 같은 이온에 대하여 

투과성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전해액 내의 활물질로 작용하는 이온의 이동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활물질 이온이 투과되어 상대 전해질로의 교차 

혼합(cross-over)이 일어나면 전지의 자가 방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charge carrier 이온만이 선택적으로 투과 되어야만 한다.  



 

 ９

(3) 화학적 안정성 

레독스 흐름 전지에서 사용되는 전해질 대부분은 산성 용액이다. 산성 

용액에 의해 멤브레인이 부식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전지의 수명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산성에도 강한 멤브레인이 필요하다.[10]  

 

현재 사용되고 있는 멤브레인은 교차혼합(cross-over)이 일어나는 등 

이온 선택성이나 화학적 안정성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셀의 성능 

감소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꼽히고 있다.[4] 따라서 전지의 성능 향상 

방안으로 이 문제를 극복하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2. 2. 3. 대표 연구 

 

레독스 흐름 전지 종류로는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바나듐 레독스 

흐름 전지와 철/크롬 레독스 흐름 전지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전해질이 

유기계 물질로 구성된 비수계 레독스 흐름 전지에 대한 연구 역시 많이 

진행되고 있다.[3, 5, 9, 11]   

 

(1) 바나듐 레독스 흐름 전지  

레독스 흐름 전지 가운데 가장 많이 상용화된 전지이며 모든 활물질을 

바나듐 이온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이다. 음극 전해질에서 V(II)/V(III)을, 양극 

전해질에서는 V(IV)/V(V)의 레독스 반응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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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 

양극     VO2+ + H2O → VO2
+ + 2H+ + e 

음극     V3+ + e → V2+ 

 

방전 

양극     VO2
+ + 2H+ + e → VO2+ + H2O 

음극     V2+ → V3+ + e 

 

모든 화학종은 황산 수용액에 녹여 전해질로 구성되며 바나듐 이온은 1~3 

M 범위에서 사용하고, 황산은 1~2 M 범위의 용액을 사용한다. 

레독스 흐름 전지에서 해결해야 하는 이슈 가운데 하나로 멤브레인을 통한 

활물질의 오염이 있다. 이는 선택적으로 charge carrier인 이온뿐 아니라 

활물질로 작용하는 이온까지 투과되는 문제점인데 이때 바나듐 레독스 흐름 

전지처럼 양 전해질에서 같은 금속 이온을 활물질로 사용하면 멤브레인을 

통한 오염이 일어나도 쉽게 재생될 수 있는 특징을 가진다.  

바나듐 이온을 사용할 때 생기는 또 다른 이점은 바나듐 레독스 커플의 

전기화학적인 가역성이 좋아 높은 에너지 효율을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로 레독스 흐름 전지 가운데 대표적인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  

 

(2) Fe/Cr 레독스 흐름 전지 

Fe/Cr 레독스 흐름 전지는 처음 NASA에서 개발되었으며 양극에서 

Fe(II)/Fe(III)을, 음극에서 Cr(II)/Cr(III)을 레독스 커플로 사용하며 다음과 

같은 반응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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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 

양극     Fe2+ → Fe3+ + e 

음극     Cr3+ + e → Cr2+ 

방전 

양극     Fe3+ + e → Fe2+ 

음극     Cr2+ → Cr3+ + e 

 

이 시스템에서 전지의 전압은 표준 상태에서 1.18 V의 값을 보인다.  

Fe(II)/(III)의 커플은 매우 높은 가역성과 빠른 동역학적 특성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 반면 이 시스템의 문제점은 Cr(II)/(III)의 산화, 환원 반응은 

전기 화학적 활성이 낮다는 것이다. 또한, 이 레독스 커플의 산화, 환원 

반응의 전위가 낮으므로 충전 중에 수소가스 발생이 수반되며, 이는 쿨롱 

효율이 감소하는 결과를 낳는다.  

 

(3)비수계 레독스 흐름 전지  

수계 전해질이 갖는 한계 중 하나는 용매로 사용하는 물의 

electrochemical stability window가 좁다는 점이다. 이의 대안으로 제시된 

비수계 레독스 흐름 전지는 전해질이 유기용매와 활물질로 유기-메탈 

complex로 구성된다. 이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유기용매는 물보다 

electrochemical stability window가 넓으며, 활물질로 사용하는 유기-메탈 

complex는 용매에 대해 용해도가 높아 더 높은 에너지 밀도를 제공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12-15] 반면 이 시스템에서의 주요 이슈는 멤브레인에 

있으며, 역시 교차혼합(cross-over) 문제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멤브레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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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분리되어 있던 양쪽 활물질 이온들이 이런 불안정성으로 섞이게 되고 

이로 인해 자가 방전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온 선택성이 높은 

멤브레인이 필요한 실정이다. 

 

2. 3. ITIES 
 

Interface between two immiscible electrolyte solutions의 줄임말로 

서로 잘 섞이지 않는 두 용액 사이에 형성이 되는 계면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전기화학적으로 분석하는 연구이다.[16-18] 보통은 용매로 한쪽은 물을, 

다른 한쪽은 약간의 극성이 있는 유기 용매를 사용한다. 특히 유기 용매로 

니트로벤젠 (nitrobenzene) 이나 1,2-디클로로에테인 (1,2-

dichloroethane) 처럼 유전 상수가 큰 용매를 사용하는데 이는 이온을 잘 

해리하게 하여 전해질로써 사용하기 위함이다. 여기서 흔히 사용하는 

유기용매를 다음의 표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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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olar Organic Solvents Exhibiting Low Miscibility with Water and Their 

Relative Dielectric Constants ε and Densities ρ at 298K[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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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형성된 계면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전기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다. 

 

(1) 이온의 이동 

 

 

 

여기서 w는 물을, o는 유기 용매를 의미하고, i는 화학종의 전하량이다. 

해리된 이온이 전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물과 유기 용매 층 사이를 

이동할 수 있다.  

 

(2) 전자의 이동 

 

 
 

물 층의 레독스 커플 O1/R1과 유기 용매 층의 레독스 커플 O2/R2가 각각 

산화·환원 반응을 하면서 전자가 이동한다.  

이런 현상을 전지에 적용하여 멤브레인이 없는 형태의 시스템을 

고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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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방법 

 

3. 1. 물질 선정 

 

ITIES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서로 섞이지 않는 두 전해질이 

필요하다. 보통 한 쪽은 대표적인 시스템인 수계 전해질을 채택하고, 그에 

맞춰 반대 파트에는 수용액과 섞이지 않는 유기계 (혹은 지질 (lipid))기반의 

전해질을 선택하게 된다. 고로 이번 연구에서도 한 쪽은 수계 기반 전해액을 

바탕으로 고정한 상태에서 반대편 전해질과 용해 가능 활물질을 선정하는 

것을 일차 목표로 하였다.   

유기계 전해질의 용매로는 ITIES 시스템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매들 

가운데에서, 용매로써의 역할 가능성 정보를 제공할 유전 상수 및 수계 

전해액과의 안정적인 계면을 이루게 할 액체의 밀도 등을 고려하여, 그 

선택지로 니트로벤젠 (Nitrobenzene, C6H5NO2, ACS reagent, ≥99.0%, 

sigma-aldrich)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전위 창에 관한 추가 연구를 통해 

유기계 전해질을 anolyte 파트로 결정하였다. 음극 한쪽 전지의 산화/환원을 

담당할 활물질로는 앞에서 선택한 니트로벤젠 용매에 대해 상당량의 용해도를 

가질 수 있는 물질로 유기물 분자를 그 대상으로 고려하였고, 활성에 관해 

기존 보고가 존재하는 퀴논 계열의 9,10-Phenathrenequinone (PQ, 95%, 

sigma-aldrich)을 채택하였다. 지지전해질로 사용할 염의 경우 물에 대한 

용해도가 작아 ITIES 시스템에서 주로 채택하는 Tetrabutylammonium 

tetraphenylborate (TBATPB, >98.0%, TCI)를 선정하였다.  

한편 수계 전해질의 경우 용매로는 2차 증류수를 사용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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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물질로는 물의 전위창(electrochemical stability window)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산화/환원 종 (혹은 레독스 커플, redox couple) 가운데 

전이금속을 그 베이스로 하면서, 니트로벤젠을 anolyte로 선정한 위의 결과에 

따라 수계 전해질은 catholyte로의 역할을 담당해야 했기에, 산화/환원 반응 

전위가 높은 편에 속했던 Fe2+/3+를 베이스 산화/환원 종으로 선정하였다. 

전기화학 활성을 띠는 Fe(II) 물질들 가운데 수용액 상태에서 비교적 온화한 

pH를 갖는 Na4Fe(CN)6(95%, sigma-aldrich)를 이번 연구의 양극 활물질로 

선정하였다. 

 

3. 2. 전지 제작 
 

3. 2. 1. 바이알(vial) 셀 
 

하프셀 테스트를 위한 삼극셀을 20ml 바이알로 제작하였다.  

유기계의 경우 PQ 0.1M, TBATPB 0.1M을 니트로벤젠에 녹여 전해질을 

만들었고 20ml 바이알에 전해질을 5ml를 담아 사용하였다. 작동 

전극(Working electrode)과 상대 전극(Counter electrode)은 각각 Pt 

wire와 Pt mesh를 사용하였으며 기준 전극(Reference electrode)으로는 

Ag-quasi wire를 사용하여 삼극셀을 구성하였다. 

수계 전해질은 유기계 전해질의 농도와 맞추어 Na4Fe(CN)6 0.1M을 

증류수에 녹여 제조하였다. 마찬가지로 20ml 바이알에 수계 전해질 5ml를 

담아 사용하였다. 또한, 작동 전극과 상대 전극은 각각 Pt wire와 Pt mesh를 

사용하였고, 기준 전극은 Ag/AgCl 전극을 사용하여 셀을 구성하였다.  

바이알 셀로의 풀셀은 분석용 전해질을 위해 제작하였다. 마찬가지로 20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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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알을 사용하였고, 수계 전해질과 유기계 전해질 각각 5ml씩 담아 

만들었다. 이때, 각 전해질에서 사용한 전극은 Pt mesh에 활성탄으로 만든 

전극을 붙여 사용하였다. 활성탄 전극은 활성탄(MSP 20), 도전제, 

PTFE(Polytetrafluoroethylene) 바인더(binder)를 8:1:1의 질량 비율로 

섞어 만들었다. Sheet 형태로 제작한 후 진공 오븐에서 120도의 온도로 

10시간 건조하였다. 이후, 건조한 전극을 1.4mm의 지름으로 펀칭하여 Pt 

mesh에 붙여 제작하였다.  

 

3. 2. 2. 코인(coin) 셀 

 

풀셀의 충·방전 테스트를 위해 2032-type 코인형 셀을 제작하였다. 

graphite felt를 지름 1.2cm 사이즈로 펀칭하여 전극으로 사용하였고, 특히 

수계 전해질을 위한 전극은 전해질이 잘 함침이 되도록 피라냐 용액으로 산 

처리를 해주었다. 피라냐 용액은 98% 황산 수용액과 과산화수소수를 1:3 

비율로 제조하였다.  

코인 형태의 셀 케이스에 전극을 올리고 유기계 전해질 50ul을 

주입해주었다. 이후 전극 위에 PE(polyethylene) 분리막을 올려주었고, 이 

분리막은 양쪽 전극이 직접 닿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 분리막 

위에 gasket을 끼워주었고, 산 처리한 전극을 올려주고 수계전해질 50ul을 

주입하였다. 그 위에 0.3mm spacer를 추가하여 전극 간 거리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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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전기화학분석 

 

3. 3. 1. 순환 전압-전류법 (Cyclic voltammetry, CV) 

 

수계 전해질과 유기계 전해질 각각에 대하여 상온에서 Wonatech battery 

cycler system (WBCS 3000)을 이용하여 순환 전압-전류법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이때 전지는 바이알로 제작한 삼극셀을 사용하였다. 수계 

전해질은 주사속도(scan rate)를 1~20 mV/s로 설정하고 작동 전극의 전압을 

3~4.3 V (vs. Li/Li+)로 변화시켜 주었다. 유기계 전해질 역시 주사속도를 

1~20 mV/s로 설정하고 전압을 변화시켜 주었고, 기준 전극으로 quasi-Ag 

wire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decamethylferrocene(crystalline, 99%, alfa 

aesar)으로 보정하여 주었다.  

 

3. 3. 2. 정전류 충·방전 

 

풀셀로 제작한 코인셀을 Wonatech battery cycler system (WBCS 

3000)을 이용하여 30℃에서 정전류 충·방전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전해질이 

충분히 전극에 함침 되도록 2시간 wetting 시간을 주었다. 충전 시에 

전류밀도는 6.6 mA cm-3, 방전 시에 0.33 mA cm-3의 값으로 –0.3~ 1.4V의 

전압 구간에서 충·방전 실험을 수행하였다. 

 

3. 3. 3. 흐름 전지 충·방전 

 

풀셀에 연동 펌프(precision pump drive 600, JenieWell)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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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을 주어 충·방전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전극은 graphite felt 5.1 cm2를 

사용하였고, 전해질은 각각 40 ml씩 제조하였다. 흐름 속도(flow rate)는 

수계 전해질의 경우 8.4 ml min-1, 유기계 전해질의 경우 2.8 ml min-1로 

설정하였다. 충전은 1 V의 값으로 정전압 충전시켰고, 방전은 0.1 mA cm-2의 

정전류로 방전시켰다.  

 

3. 4. 기기 분석 

 

3. 4. 1. XANES 

 

수계 전해질에서 활물질로 사용한 철 이온의 산화수 측정을 진행하고자 

XANES (X-ray Absorption Near Edge Structure)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시 사용한 시료는 바이알(vial)로 제작한 전지로 반응시킨 전해질을 

샘플링하여 사용하였다.  

 

3. 4. 2. NMR 

 

충·방전하는 동안 활물질의 상대 전해질로의 교차 혼합(cross-over)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고, 특히 충전 후 유기 활물질인 PQ가 수계 전해질 

내에 존재하는지 NMR(Nuclear Magnetic Resonance, Avance-500, 

Bruker)을 통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충·방전 테스트는 바이알 셀로 

수행하였으며 충전 후 수계 전해질을 회수하여 분석을 진행하였고, 이때 

NMR분석을 위한 용매로 D2O를 사용하였다.   

 



 

 ２０

3. 4. 3. ICP-MS 

 

충·방전하는 동안 활물질의 상대 전해질로의 교차 혼합(cross-over)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고, 특히 충전 후 수계 전해질의 활물질인 철 이온이 

유기 전해질 내에 존재하는지 ICP-MS(7900, Agilent)를 통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충·방전 테스트는 바이알 셀로 수행하였으며 충전 후 유기계 

전해질을 회수하여 분석을 진행하였고 전해질 내의 철 이온 농도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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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고찰 

 

4. 1. 활물질 선정 

 

4. 1. 1. 수계 전해질 

 

수계 전해질을 위한 레독스 커플(redox couple)은 Figure 2에서 볼 수 

있듯 물의 전기화학 전위 창 내에서 사용 가능한 물질 가운데 금속 

이온이면서 비교적 산화·환원 전위가 높은 철 이온으로 선정하였다.[19-

21]  

 

Fe3+ + e → Fe2+
 

E = +0.77 V vs. SHE 

 

이 반응을 이용할 수 있는 물질로 FeCl2와 Na4Fe(CN)6를 후보군으로 

추렸다. 각각을 물에 녹여 0.1 M의 수용액으로 제조하여 순환-전압 

전류법으로 전기화학 가역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Figure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FeCl2의 순환 전압-전류법의 결과 3.7 V 

(vs. Li/Li+)의 전위 값을 나타내었고, 주사 속도가 증가함에도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아 가역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Na4Fe(CN)6의 결과를 Figure 4에 나타냈으며, 전위는 3.5 V (vs. 

Li/Li+)였고, 역시 주사 속도를 올렸을 때도 비슷한 값을 보여 가역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위 결과에 따라 두 물질 모두 활물질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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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였다. 하지만 pH를 비교해 보았을 때, 0.1 M FeCl2 수용액은 산성을, 

같은 농도의 Na4Fe(CN)6 수용액은 염기성을 나타내었다. 현재 상용화된 

레독스 흐름 전지 대부분은 산성 조건에서 구동되고 있고 이로 인해 

멤브레인의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최종적으로 수계에서 사용할 

활물질을 Na4Fe(CN)6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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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Standard potential (vs. standard hydrogen electrode) of redox couples, except 

the H2 evolution potential, which is the over-potential at the carbon electrode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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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Cyclic voltammogram measured at Pt wire electrode in 0.1 M FeCl2 in water at 

scan rates of 1, 2, 5, 10 and 20 mV 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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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Cyclic voltammogram measured at Pt wire electrode in 0.1 M Na4Fe(CN)6 in 

water at scan rates of 1, 2, 5, 10 and 20 mV 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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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2. 유기계 전해질 

 

먼저 용매를 선정하였다. 물과 잘 섞이지 않으면서 동시에 약한 극성을 

가져 전해질 염을 용해할 수 있는 유기 용매들 가운데 세 가지 정도로 추렸다. 

수계 전해질을 고전압을 위해 레독스 커플로 Fe(II)/(III)을 선택했고, 따라서 

먼저 음극용 전해질로서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anodic stability 

window를 고려하였다. 세 용매의 anodic stability window를 측정하였을 때, 

모두 2.0 V (vs. Li/Li+)근처로 비슷한 값을 보였다. 그다음 밀도를 

고려하였다. 셀 제작을 쉽게 하기 위해 물과 어느 정도 밀도 차를 보이는 

용매로 선택하고자 하였고 이에 따라 2-니트로톨루엔(2-Nitrotoluene)을 

제외하였다. 마지막으로 유전 상수를 고려하였다. 유전 상수는 전해질로 

사용함에서 값이 클수록 유리하다. 이 세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전해질의 

용매로 니트로벤젠(nitrobenzene, s.a)을 최종 선택하였다. 니트로벤젠은 이차 

전지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매가 아니기에 먼저 전위 창 (electrochemical 

stability window)부터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니트로벤젠에 전도도를 

제공하여 주는 염으로 TBATPB를 선택했고, 0.1 M TBATPB 니트로벤젠 

용액을 제조하여 선형 주사 전압-전류법(Linear Sweep Voltammetry, LSV)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Figure 5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니트로벤젠은 2.0 

V ~ 3.7 V (vs. Li/Li+) 사이에서 안정하게 사용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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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olar organic solvents exhibiting low miscibility with water and their anodic 

stabilities, densities, relative dielectric constants and visco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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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Electrochemical stability window of 0.1 M TBATPB in nitrobenzene electrol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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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The redox voltage and specific capacity of typical inorganic and organic electrode 

materials for rechargeable batteries[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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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위 창 측정 후, 이 전위 범위 내에서 적용할 수 있는 활물질을 Figure 

6에 있는 물질들 가운데서 찾았다. 그리고 활물질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사항은 용매인 니트로벤젠에 대하여 용해도를 갖는지 아닌지였다. 

9,10-Phenathrenequinone(PQ)의 산화 환원 전위는 Figure 6로 알 수 

있듯이 니트로벤젠의 전위 창 범위 내에 존재할 것으로 예상하였고 또한, 

니트로벤젠에 대한 용해도 측면에서도 최대 0.2 M까지 녹는 등 활물질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PQ의 산화 환원 반응은 다음과 같다. 

 

 

    +  2e   → 

 

 

 

따라서 PQ를 활물질로 선택하고 이 물질이 니트로벤젠에서 산화 환원 

반응이 잘 일어나는지를 순환 전압-전류법(cyclic voltammetry, CV)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Figure 7에서 볼 수 있듯 PQ의 산화 환원 

반응의 전위가 2.7 V (vs. Li/Li+)의 값을 가지며 니트로벤젠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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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Cyclic voltammograms measured at Pt wire electrode in 0.1 M PQ and 0.1 M 

TBATPB in nitrobenzene at scan rates of 2, 5 and 10 mV 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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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전기화학 특성 분석 

 

앞선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완전지를 구성하였다. Catholyte로 0.1 M 의 

Na4Fe(CN)6 수용액을, anolyte로 0.1 M PQ와 0.1 M TBATPB를 

니트로벤젠에 녹인 용액을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완전지를 구성하였을 때, 

예상하는 반응을 Figure 8에 나타내었다.  

이 전지를 충전할 때 catholyte에서의 Fe2+ 이온이 Fe3+으로 산화되고 

anolyte에서는 PQ가 전자를 받아 라디칼 음이온이 되는 환원 반응이 

일어난다. 방전은 이의 역반응이 각각 일어난다. Fe3+는 전자를 받아 Fe2+로 

환원이 되고, PQ 라디칼 음이온은 전자를 잃고 PQ로 산화가 일어난다.  

충·방전 테스트에 앞서 먼저 각 전해질의 순환 전압-전류법 데이터를 

토대로 반응 전압을 예상하였다. 이때 참고한 결과는 Figure 9에 나타냈고, 

주사속도(scan rate)가 10 mV/s일 때의 결과이다. 충전 시 대략 1.1 V, 방전 

시 대략 0.6 V의 값을 예상하였다. 충·방전 테스트의 전압 범위는 0.3 ~ 1.4 

V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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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Schematic of overall r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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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Prediction of full cell voltage by half-cell cyclic voltammetry at scan rate of  

10 mV 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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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Discharge curves of full cell at different discharge current densities; 6.6, 1.65, 

0.66 and 0.33 mA cm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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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 전류를 6.6 mA/cm2로 고정하고, 방전 전류를 다르게 테스트하여 

최적의 전류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4개의 전지를 같은 전류로 충전하고, 각각 

다른 전류로 방전하였다. 방전 전류는 충전 전류와 같은 6.6 mA/cm2와 

이보다 더 작은 값인 1.65, 0.66, 0.33 mA/cm2로 설정하였다. 이렇게 

충·방전하여 첫 번째 사이클에서 각각의 방전 용량을 확인하고 이를 Figure 

10에 나타냈다. 방전 전류가 6.6 mA/cm2인 경우 용량은 0.024 mAh로 가장 

적게 나왔고, 1.65 mA/cm2일 때, 0.036 mAh, 0.66 mA/cm2인 경우 0.042 

mAh, 마지막으로 가장 작은 값인 0.33 mA/cm2로 방전했을 때, 0.045 

mAh로 가장 큰 용량을 보였다. 이에 따라 충전 시 6.6 mA/cm2로, 방전 시 

0.33 mA/cm2로 설정하고 충·방전 실험을 하였다. 충·방전하였을 때, 

예상하였던 값과 비슷함을 보였다. Figure 11에 서 확인할 수 있듯 충전 때 1 

V 부근에서 평탄 전위를 나타냈고, 방전 때 0.5 V 부근에서 평탄 전위를 

보였다. 또한, 사이클 특성을 살펴보았을 때, 10번째 이상 사이클에서도 

비슷한 충전과 방전 전압을 나타냈다. 하지만 용량의 감퇴가 지속해서 

일어났다. 이 부분에서의 개선이 필요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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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Charge–discharge curves for full cell; 

charge current density 6.6 mA cm
-2

 and discharge current density 0.33 mA cm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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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 산화-환원 분석 

 

양극 전해질에서 활물질로 전이금속인 철 이온을 레독스 커플(redox 

couple)로 사용하였고, 이 이온이 산화, 환원되면서 충·방전이 된다. 실제로 

충·방전이 진행되면서 철 이온의 산화수 변화를 XANES(X-ray Absorption 

Near Edge Structure)를 통해 보고자 하였다. 이 분석을 위해 충·방전 

실험은 바이알(vial)로 셀로 진행하였다. 넣어준 활물질의 양은 0.005 mol로 

이를 토대로 용량을 계산하면 13.4 mAh이다. 충전은 충전 심도(state of 

charging, SOC) 100까지, 방전은 다시 0이 되도록 하여 가역적으로 철 

이온이 산화되고 환원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Na4Fe(CN)6에서 Fe의 

산화수는 +2이고 충전하면 +3으로 증가하고, 방전하면 다시 +2로 돌아온다. 

이때, Na4Fe(CN)6 용액을 Fe 2가의 레퍼런스로 삼았고, 3가의 Fe는 

K3Fe(CN)6 용액을 레퍼런스로 삼았다. 산화수의 변화는 총 세 경우의 

전해질을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충·방전을 하기 전 초기 상태의 전해질과 

충전심도 100까지 충전한 전해질, 다시 0까지 방전한 전해질의 데이터를 

얻었다.  

XANES를 통하여 초기 상태에서 충전 심도 100까지 충전하였을 때, 

peak가 이동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ure 12를 보면 이동한 peak의 위치는 

Fe 3가 이온의 peak 위치와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전해질에 

녹아있던 활물질이 산화하면서 충전이 잘 일어났음을 보여준다. 한편 

충전시켰던 전해질을 충전 심도 0으로 방전시켜 주었다. 이때 peak의 위치는 

Fe 3가의 위치에서 2가로 움직임을 확인하였다. 충전 되었던 물질이 

환원되면서 방전이 일어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충·방전이 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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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계 전해질의 활물질인 Fe 이온이 가역적으로 산화, 환원 반응이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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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XANES variation of Na4Fe(CN)6 according to charge and dis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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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브레인이 없는 상태로 외부 충격이 없다면 이 두 전해질은 층을 잘 

유지하면서 쉽게 섞이지 않지만, 흔드는 등의 충격이 가해지면 순간적으로 

섞일 수 있다. 따라서 충격으로 이런 상태가 되었을 때, 충·방전 반응에 

참여했던 활물질의 산화 상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총 3가지의 시료를 분석하였다. 첫 번째는 충전 직후의 수계 전해질이었고, 

두 번째는 충전 후 세게 흔들어주고 층이 분리된 상태에서의 수계 전해질,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세게 흔들어주고 시간이 한참 지난 후의 수계 

전해질이었다. 이 세 시료의 XANES 분석을 각각 진행하여 산화수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세 시료의 산화수가 모두 같은 값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외부의 충격으로 전해질이 섞이더라도 자가 방전의 위험은 

없으며 충전 혹은 방전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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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XANES spectra of Na4Fe(CN)6 according to mixed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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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교차 혼합(cross-over) 분석 

 

레독스 흐름 전지에서의 주요 문제점 중 하나는 멤브레인의 안정성이 

떨어져 활물질이 교차 혼합(cross-over)되어 오염되는 점이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ITIES를 이용한 전지를 고안하였고 충·방전 시 

활물질의 교차 혼합이 일어나는지를 분석하였다. 충전 후 수계 전해질 내의 

PQ의 유무를 NMR을 통해, 그리고 유기계 전해질 내의 Fe 이온의 유무를 

ICP-MS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전지의 충·방전 과정에서 활물질의 

교차 혼합 현상이 발생한다면 수계 전해질에서 PQ가 존재할 것이고 반응 

전과 후를 비교하여 NMR 결과에서 PQ에 의한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유기계 전해질에서도 마찬가지로 교차 혼합이 일어날 경우 반응 후 

수계 전해질의 활물질인 Fe 이온이 검출될 것이므로 이를 ICP-MS 분석으로 

반응 후 Fe 이온의 농도를 측정하여 교차 혼합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알아보았다.  

충전 후 수계 전해질을 NMR로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8 ppm 부근에서 

화학적 이동이 일어남을 확인하였다. 이는 니트로벤젠에 의한 결과임을 알 수 

있었고, PQ에 의한 화학적 이동은 일어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유기계 전해질에서의 활물질인 PQ는 충·방전 과정 동안 상대 

전해질로의 교차 혼합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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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NMR spectra of aqueous electrolyte after char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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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 후 유기계 전해질은 ICP-MS로 분석하였고 수계 전해질의 활물질인 

Fe 이온의 농도를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 충전 후 유기계 전해질에 존재하는 

Fe 이온의 몰수가 13.7 nmol로 아주 미미한 값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수계 전해질에서의 활물질인 Fe 이온 역시 충·방전 과정 동안 상대 

전해질로의 교차 혼합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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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ICP-MS data of organic electrolyte after char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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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흐름 전지 적용 

 

앞선 실험 결과를 통하여 정적인 조건에서 멤브레인이 없는 형태의 전지가 

작동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이를 토대로 실제 흐름 전지로의 적용이 

가능한지를 살펴보고자 각 전해질에 흐름을 주어 실험을 수행하였다.  

흐름 전지는 셀 내부에 수계 전해질과 유기계 전해질을 같은 양 채우고 

같은 방향으로 흐름을 주어 구성하였다. 이때 흐름 속도는 수계 전해질의 

경우 8.4 ml min-1, 유기계 전해질의 경우 2.8 ml min-1로 설정하여 실제 

흐름을 주었을 때, 셀 내부에 두 전해질이 같은 양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조건으로 흐름 전지를 작동시켜 주고 먼저 1 V 정전압으로 

충전하였다. 일정 용량 이상으로 충전한 후, 0.1 mA cm-2의 정전류로 

방전시켰다. 그 결과 정적인 조건에서와 마찬가지로 흐름 전지에서 역시 방전 

전압이 0.4 V 부근에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흐름 전지로의 

작용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또한, 이 전지를 실제 LED 작동에 적용하였다. 마찬가지로 정전압으로 

일정 용량 이상으로 충전시킨 후, 전지와 LED를 연결하여 LED가 작동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전지와 연결된 LED에 불이 켜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고안한 새로운 형태의 레독스 흐름 전지가 실제에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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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Voltage profile of flow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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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 대용량화의 방안으로 활물질이 전해질에 용해되어 

하나의 형태로 존재하는 액상 기반의 전지 시스템에 대하여 수행하였고, 특히 

레독스 흐름 전지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기존의 레독스 흐름 전지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던 멤브레인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고자 ITIES(Interface 

between two immiscible electrolyte solutions)의 원리를 이용하여 

멤브레인이 없는 새로운 형태의 전지를 고안하였고, 이 시스템의 작동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수계 전해질은 Fe(II)/(III)의 레독스 커플 반응을 이용하는 

Na4Fe(CN)6수용액을 사용하였고, 유기계 전해질은 활물질 PQ를 

니트로벤젠에 녹여 사용하였다. 두 전해질 대한 전기화학 실험을 수행한 결과 

각각의 활물질이 가역적으로 산화·환원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두 전해질은 

ITIES 원리에 따라 멤브레인 없이 분리되고 섞이지 않는 상태를 잘 

유지하였고, 이 구성의 완전지를 충·방전 했을 때 충전 시 1.1 V의 값을, 

방전 시 0.6 V 부근의 값이 나타남을 확인하였으며 수 사이클 작동함을 

확인하였다.  

수계 전해질의 활물질인 Fe(II)/(III)의 산화수 측정을 위해 XANES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Fe 이온이 가역적으로 산화되고 환원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외부 충격을 가하기 전과 후의 Fe 이온의 산화수를 

비교한 결과 변화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이런 형태의 전지가 

흔들려도 안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충·방전 동안 

각각의 활물질이 상대 전해질로 교차 혼합되는 현상이 없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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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지를 구성한 후 각 전해질에 흐름을 주어 흐름 전지로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본 결과 0.4 V의 방전 전압을 보이며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또한, 이를 실제 LED에 적용하였을 때 작동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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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embrane-free redox flow batteries  

with interface between two immiscible 

electrolyte solutions 

Goeun LEE 

School of Chemical and Biologic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Secondary batteries have been utilized for high tech industry such as 

energy storage system(ESS) and electric vehicles. However, as the 

market of devices that need high capacity gradually grows, more 

advanced technology is inevitable to meet the requirements of high 

capacity battery exceeding that of conventional batteries.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commonly used secondary 

batteries, a liquid-based system like a redox flow battery was proposed 

as a solution. It is possible to store a large amount of energy only by 

increasing the active material concentration within a limited volume. 

However, it has an evident drawback that active material cannot be 

completely separated due to imperfect membrane. 

Accordingly, in this study, a new system was tentatively designed to 

operate without a membrane. For this purpose, the theory based on 

electrochemical interfacial reactions between two immiscible electrol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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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introduced. It was thereby examined whether this system could 

operate as a battery through charge and discharge test. 

Fe(II)/(III) was used as a redox couple for aqueous electrolyte, and 

9,10-Phenanthrenequinone(PQ) was used as an active material for 

organic electrolyte. Each of the active materials was reversibly oxidized 

and reduced during charge and discharge. Furthermore, the two 

electrolytes were separated without a membrane and remained in non-

mixed state. 

The full cell was fabricated with this configuration and could function 

as a battery. Moreover, it was confirmed that the oxidation and reduction 

reaction of the active material occurred reversibly through the analysis 

of the change in oxidation number. Additionally, it was applied to flow 

battery. Based on the charge and discharge test of flow battery system, 

it was confirmed that membrane-less system can expand to flow 

batteries area as well. 

A new system designed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redox flow 

battery can indeed operate without membrane as a battery. Also, it has 

great stability even under any vulnerable conditions, and the flow cell 

without membrane will be considered as a top prospect. 

 

Keywords : Secondary batter, Rechargeable battery, Redox flow battery, 

ITIES, Membrane, Electrochemistry 

Student Number : 2015-21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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