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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흐름 하에 이온교환막 위에서 발생하는 전기수력학적 와류

곽노균†

Electroconvective vortex on an Ion Exchange Membrane under Shear Flow

Rhokyun Kwak†

Abstract Ion exchange membrane can transfer only cation or anion in electrically conductive fluids. 
Recent studies have revealed that such selective ion transport can initiate electroconvective instability, 
resulting vortical fluid motions on the membrane. This so-called electroconvective vortex (a.k.a. 
electroconvection (EC)) has been in the spotlight for enhancing an ion flux in electrochemical systems. 
However, EC under shear flow has not been investigated yet, although most related systems operate 
under pressure-driven flows. In this study, we present the direct visualization platform of EC under 
shear flow. On the transparent silicone rubber, microscale channels were fabricated between ion 
exchange membranes, while allowing microscopic visualization of fluid flow and ion concentration 
changes on the membranes. By using this platform, not only we visualize the existence of EC under 
shear flow, its unique characteristics are also identified: i) unidirectional vortex pattern, ii) its 
advection along the shear flow, and iii) shear-sheltering of EC vortices.

Key Words : Electroconvection (전기수력학적 와류), Ion Concentration Polarization (이온농도분극), 
Ion exchange membrane (이온교환막)

1. 서 론
 

이온교환막 (ion exchange membrane (IEM))은 담

수화, 연료전지, 바이오센서, 나노스케일 유체시스

템 등 다양한 엔지니어링 시스템에 사용되는 기능

성 막이다(1). 이 기능성 막은 전해질내에서 양 혹

은 음이온을 선택적으로 통과시킬 수 있으며, 위의 

장치 내에서 양/음이온의 방향성을 조절하거나 필

터링을 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선택적 

이온 흐름은 이온교환막 주변에서 이온 농도의 불

평형을 유도하고, 결과적으로 이온농도분극(ion 

concentration polarization (ICP))이라는 막 근처에서 

이온의 농도가 급격하게 변하는 독특한 전기수력

학적 현상을 야기시킨다(2). 예를 들어 양이온교환

막 (cation exchange membrane (CEM)의 경우, 전기

장 하에 양이온 만이 양이온교환막을 선택적으로 

통과한다. 이때, 양극 쪽 방향의 이온교환막 주변

에서는 양이온이 교환막을 통해 빠져나감에 따라 

이온의 농도가 낮아지는 이온공핍층 (ion depletion 

zone)이, 반대편에는 양이온이 교환막을 통해 공급

됨에 따라 이온의 농도가 높아지는 이온축적층 

(ion enrichment zone)이 발생한다.

이러한 이온농도분극 현상은 이온교환막을 사

용하는 모든 시스템에서 나타나며, 시스템의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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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성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일 예로, 

양이온교환막과 음이온교환막을 병치하여 사용하

는 전기막담수화 시스템(electrodialysis)의 경우, 염

분 이온이 제거된 이온공핍층을 모아 담수화를 진

행한다. 이때, 이온공핍층의 전해질 전기저항이 가

장 높기 때문에, 이 영역의 크기 및 특성에 따라 전

체 시스템의 전기저항 및 이온흐름 특성 (즉, 전압-

전류 상관관계)이 결정되고, 이는 담수화 시스템의 

담수 성능 및 담수화에 필요한 전력소모량을 결정

한다(3-4). 

이와 같은 이온농도분극 현상의 중요성에 비하

여, 그 현상에 대한 이해도는 아직까지 부족한 실

정이다. 이는 이온농도분극 현상이 유체의 유동, 

이온의 이동 및 전기장 분포가 서로 얽혀 있는 멀

티피직스 현상이기 때문이다. 특히, 기존에 이온농

도분극 현상을 해석하기 위해 사용된 확산-대류 

모델 (convective-diffusion model(3,5))로 설명이 불가

능한, 고전압에서 관찰된 과전류 (overlimiting 

conductance (OLC)) 현상은 이온교환막을 통과하

는 절대적인 전류 값을 증가시킬 수 있어, 관련 시

스템의 성능을 궁극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

운 길로 각광받고 있다(6-7). 지금까지 많은 연구자

들에 의해 전기수력학적 와류 (electroconvection 

(EC)(8-12)), 전기화학적 반응 (water splitting, current- 

induced membrane discharging(13)), 정전기적 효과

(electro-osmotic flow와 surface conduction(14))등 다

양한 메커니즘들이 과전류현상의 원인으로 제안

되었다. 이온농도분극이 일어나는 시스템 혹은 이

온교환막의 특성에 따라 이러한 다양한 메커니즘

이 작동하지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매크로스케

일의 시스템에서는 전기수력학적 와류가 과전류 

현상을 일으키는 유일한 메커니즘이라는 것이 다

양한 실험/이론 연구를 통해 증명되고 있다(11-12). 

실제로 이러한 전기수력학적 와류가 이온교환

막에서 발생한다면, 이온교환막을 통과하기 위한 

이온전달 메커니즘이 기존의 확산, 전기영동에 더

해 대류(convection)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이미 잘 알려진 Rayleigh-Bénard convection을 이용

하여 열전달을 증가시키는 것과 동일한 컨셉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전기수력학적 와류에 대한 다

양한 연구가 진행되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러한 와류를 실제 전기화학적 시스템에 적용하

여 성능향상을 도모한 연구는 극히 드물다. 이는 

아마도 실제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과전류 현상 및 

전기수력학적 와류를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실험적 접근이 지금까지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전기수력학적 와류에 대한 최신 연구들

은 1-D 시스템, 즉 외부 유동이 차단된 상황에서 

이온교환막 위에서 나타나는 와류를 관찰/해석해 

왔다. 결과적으로, 기존 연구들은 실제 시스템에서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압력에 의한 외부 유동 

(pressure-driven flow) 및 이에 의한 전단력이 전기

수력학적 와류에 주는 효과를 분석하지 못하였으

며, 와류에 의한 과전류 현상 관찰 및 응용 또한 불

가능 하였다.

본 연구실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

여, 실제 시스템 내에서 나타나는 전단흐름 하의 

전기수력학적 와류를 직접 가시화할 수 있는 플랫

폼을 개발하고, 유체의 전단흐름에 의한 와류 및 

과전류 현상의 특성을 분석해왔다(11-12, 15-16). 본 논

문에서는 지금까지 찾아낸 전단흐름 하의 전기수

력학적 와류의 세 가지 독특한 특성을 정리하고, 

앞으로 이온교환막이 사용되는 실제 전기화학적 

시스템에 성능향상에 적용하기 위해 진행되어야 

할 연구를 논의하고자 한다. 

2. 배경이론

일반적으로 이온농도분극에 의한 이온교환막에

서 전류-전압 상관관계는 Fig. 1(a)와 같은 비선형 

관계를 보인다. 이온교환막 양단에 가하는 전압이 

매우 낮은 경우, 이온농도분극에 의한 막 양쪽의 

이온농도 변화량은 무시할 만큼 작다. 즉, 교환막

을 포함한 전해질의 전기저항이 일정하게 유지되

며 전압에 따라 전류가 선형적으로 증가한다 

(Ohmic 구간, Fig. 1(a)). 이온교환막에 작용하는 전

압 혹은 전류가 증가하면, 무시할 수 없는 이온공

핍층과 이온축적층이 발생한다. 이때, 두 이온농도

분극층 내부의 농도분포는 확산 (diffusion)과 전기

영동 (electromigration)에 의해 결정되며, 선형적인 

구배를 가진다. 이온농도분포의 기울기 -즉 이온교

환막을 통과하는 이온의 양 (전류)- 는 전압이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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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General current-voltage relationship of 
an ion exchange membrane with three 
regimes: Ohmic, limiting, and overlimiting 
regimes. (b-c) Two mechanicsms to initiate 
inhomogeneous electric body forces and 
electroconvection (EC): a heterogenity of 
the membrane ((b)) and a fluctuation of 
ion concentration and/or fluid velocity 
and/or electric field on a homogeneous 
membrane ((c)). (d) Schematic image of 
EC under shear flow, a scenario often 
found in many electrochemical systems

가할 수록 점점 가파르게 변하며, 전기저항이 높은 

이온공핍층이 발달하게 된다. 최종적으로 농도구

배 혹은 그에 따른 전류량은 무한하게 커지지 못

하고, 이온공핍층 내부의 이온교환막-전해질 계면

에서 이온농도가 0이 되었을 때 그 최대값을 가지

게 된다 (limiting 구간, Fig. 1(a)). 이 최대 전류값을 

확산한계 (diffusion-limit)에 의한 한계전류 (limiting 

current (Ilim))값이라 한다. Ohmic 및 limiting 구간

에서 이온공핍영역은 전기이중층(electric double 

layer), 확산층 (diffusion layer), 및 외부 전해질층 

(bulk layer)과 같은 3개의 층으로 나뉘어 진다고 알

려져 있다(7). 여기서 전기이중층은, 음이온 (혹은 

양이온)으로 대전된 양이온 (혹은 음이온) 교환막 

주변에 전해질 내의 양이온 (혹은 음이온)이 전기

적중성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모여 있는 층을 말한

다. 이러한 전기이중층을 0이 아닌 space charge 

density값을 가지고 있는 space charge layer 라고도 

이야기하며, 일반적으로 수 나노미터 정도로 얇은 

층이며 이온교환막 위에 고르고 안정적으로 위치

한다.

이에 반하여, 전압이 더 올라갈 경우, 이온공핍

층 내부에서 이온이 급격하게 이온교환막을 통해 

빠져나가며 불균일한 space charge layer가 발달하

게 된다(Fig. 1(b-c)). 이때, 이러한 불균일한 space 

charge layer는 수력학적으로 불안정하며, 결과적으

로 전기수력학적 와류를 발생시킨다. 1979년, 

Rubinsten & Shtilman(17)은 처음으로 과전류 구간에

서 이온의 이동현상을 지배하는 Poisson-Nernst-Plank 

방정식의 솔루션을 얻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이

온교환막 근처의 co-ion농도가 (counter-ion의 농도

는 0임에도 불구하고) 0이 아닌 값을 가지며, 이러

한 space charge layer는 기존의 전기이중층에 비해 

매우 두껍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이와 같은 확장된 

space charge layer는 전기장 하에서 전기수력학적 

힘 (electric body force)를 받기에 충분한 두께를 가

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확장된 space charge layer

는 전기수력학적 힘이 작용하더라도 1-D 시스템에

서는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지만, 2-D 시스템 내에

서 이온교환막 자체의 불균질성 (Fig. 1(b)(18-19)) 혹

은 수력학적 불안정성(Fig. 1(c)(8,10))에 의해 불안정

해질 수 있다. 먼저, 첫번째의 경우, 이온교환막 자

체의 다양한 불균질성 (예: 이온전도성이나 표면

의 불균질함)에 의해 이온의 투과하는 정도가 위

치에 따라 달라질 경우, 이에 의한 확장된 space 

charge layer의 두께 (δSCL)또한 위치에 따라 균일하

지 않게 된다 (Fig. 1(b)). 둘째의 경우, 완벽히 균질

한 막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유동 혹은 이온농

도의 작은 동요에 의해 확장된 space charge layer의 

두께 (δSCL) 또한 일시적으로 동요가 발생할 수 있

다. 이렇게 불균질한 space charge layer가 발생하

면, 그 두께 차에 의해 막과 평행한 방향으로 작용

하는 electric body force (Et)가 나타나게 되고, 결과

적으로 와류 유동을 발생시킨다. 이를 전기수력학

적 와류 (electroconvection (EC))라고 부르며, 이러

한 막 위의 와류는 내부의 전해질을 섞어주어 균

일한 농도를 가지게 만들어 평평한 농도분포를 나

타나게 하는 것과 동시에, 이온공핍층 외부의 이온

을 대류적으로 이온교환막까지 전달하여, 한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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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이상의 과전류가 흐르는 것이 가능하도록 만든다.

위의 전기수력학적 와류 모델에 따르면, 외부 

유동이 없는 경우 와류는 항상 대칭의 와류쌍 

(symmetric vortex pair)의 형태로 나타난다. Rubinstein 

et al.(10)과 Rubinstein & Zaltzman(8)은 이러한 와류 

쌍을 실험 및 전산모사를 통해 증명한 바 있다. 이

와는 달리 실제 시스템과 같이 외부압력에 의해 

전단흐름이 발생하는 경우, 유속 및 이에 의한 전

단력에 방향성이 주어 짐은 물론, 이온교환막부터

의 거리에 따라 그 값이 변화한다. 이러한 전단흐

름은 전기수력학적 와류의 방향성, 와류의 크기, 

advection, chaotic 유동으로의 천이 등 외부유동이 

없을 때와는 다른 독특한 현상을 만들어 낸다(11-12, 

15-16). 

3. 실 험

3.1 가시화 플랫폼 제작

이러한 전단흐름 하의 전기수력학적 와류를 가

시화하기 위하여, 과전류 현상이 나타나는 대표적 

시스템 중 하나인 전기막 담수화 시스템을 선정하

고, 이를 실제 공정과 동일한 조건하에 구동하며 

이온교환막 위의 유동 및 이온농도를 가시화 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하였다 (Fig. 2)(11). 전기막 

담수화 시스템 내부의 유동 및 이온농도를 가시화 

하기 위하여, 먼저 투명한 실리콘 고무 재질 중 하

나인 polydimethylsiloxane을 몰딩하여 두 개의 블

럭을 제작하였다. 이 블럭에는 이온교환막과 전극

을 삽입하기 위한 4개의 슬롯을 가지고 있으며, 이 

중 한 블럭은 기준선보다 전체적으로 낮게 파이도

록 제작하였다 (Fig. 2(a)). 여기에 양이온 교환막과 

전극을 각각 2개씩 삽입 후, O2 plasma처리를 통해 

두 블럭을 결합하면, 교환막 간 혹은 막과 전극 사

이에 총 3개의 채널이 형성되게 된다. 교환막과 전

극 사이의 2개 채널은 전극에서 발생하는 전기화

학적 반응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버퍼 채널이

며, 교환막 사이의 채널은 이온농도분극 현상 및 

전기수력학적 와류를 관찰하는 채널이 된다. 본 논

문에서 이 채널의 넓이 및 길이는 각각 2 mm와 10 

mm이며, 채널의 높이는 0.2 mm 로 제작되었다.

Fig. 2. (a) Schematic figue of the miniaturized 
electrodialysis platform to visualize ICP 
and EC under shear flow. (b) Bewteen the 
two cation exchange membranes (CEMs), 
ion depletion on the anotic side of the 
CEM or ion depletion on the cation side 
has been observed. The height, width, and 
length of the sample channel are 
h=0.2mm, w=2mm, and L=10mm, 
respectively. (c) Optical image of the 
miniaturized electrodialysis platform

Polydimethylsiloxane 블럭을 몰딩하기 위해서는 

3D 프린터(Viper si2 SLA system, 3D Systems Inc.)

를 이용하여 몰드를 제작하였다. 양이온 교환막 및 

전극은 FTCM-E (FuMA- Tech GmbH, Germany) 및 

carbon paper (Fuel Cell Store, Inc.)를 사용하였다. 

3.2 유동 및 이온 농도 가시화

이온농도분극 현상 및 전기수력학적 와류를 관

찰하기 위하여, 본 가시화 플랫폼 내부에 10 mM 

NaCl 전해질 수용액과 함께 형광 색소 (0.78 μM 

Alexa Fluor 488, Invitrogen Inc.) 혹은 형광 파티클 

(10 μm polystyrene bead, Polysicence Inc.)을 주입하

였다. 전해질과 함께 주입한 형광 색소는 그 농도

는 낮기 때문에 전류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이 또한 표면전하 (음전하)를 가지고 있어서, 주변

의 이온농도에 맞춰 색소 농도 또한 동일한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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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 Current-voltage relations of the 
miniaturized electrodialysis system with 
three distinct regimes: Ohmic, limiting and 
overlimiting regimes. The current responses 
were measured five times by ramping up 
the voltage by discrete voltage jump of 
0.2 V in every 30 sec. (b) Flourescent 
images of visualized ion depletion zones 
according to the three current regimes. 
Ohmic, limiting, and overlimiting regimes 
occur at 1.25, 2.5 and 7.5 V respectively, 
under the constant flow rate of 5 μL/min

성을 가지고 변하게 된다(11). 그 결과, 이온공핍층

은 형광색소가 없어지면서, 이온축적층은 형광색

소의 농도 또한 높아지면서 그 밝기의 변화로 이

온농도분극 현상의 가시화가 가능하다. 표면전하

를 거의 띄지 않고 있는 형광 파티클은, 막 사이의 

채널에서 발생하는 유동을 가시화 할 수 있으며, 

각 파티클의 이동거리를 시간에 따라 분석할 경우, 

Particle Image Velocimetry와 유사하게 속도장을 측

정할 수 있다. 시린지 펌프 (Harvard Apparatus, 

PHD 2000)을 일정한 유량 (2.5-20 μL/min)을 가하

여 이온교환막 사이에 전단흐름을 발생시켰다. 이

와 같은 실험 조건에서 형광 파티클이 유동을 잘 

따라가는지 검토하기 위하여 Stokes number를 계

산하면 다음과 같다. Stokes number는 파티클의 

relaxation time (tp = ρpd
2 / 18μ)과 유체흐름의 

characteristic time (tf = uHP / DH)의 비로 정의되며, 

0.1보다 매우 작은 경우, 유동을 오차 1 %이내로 

따라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 ρp는 파티클

의 밀도 (1.05 g/cm3 ), 는 파티클의 지름 (10 ㎛), μ

는 유체의 점성 (0.001Pa·s), uHP는 전단흐름의 평균

유속 (~0.83 mm/s), DH는 수력학적 지름 (2wh / 

(w+h))이다. 위의 값을 대입하여 Stokes number를 

구하면, 약 2.34 × 10-4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본 

실험 조건하에서 파티클은 유동을 성공적으로 따

라갈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양 단의 전극에 

Source-measurement unit (Keithley 236, Keithley 

Instrument Inc.)을 이용하여 0-20 V의 전압을 가하

였다. 이와 동시에 형광 색소 및 파티클을 통해 가

시화되는 이온농도분포 및 전기수력학적 와류를 

관찰하기 위해 형광현미경 (inverted epifluorescence 

microscope, Olympus IX-71, Olympus Inc.)과 

thermoelectrically cooled charge-coupled camera 

(Hamamatsu Co.)를 이용하였다.

4. 결 과

4.1 전류 구간에 따른 이온농도분극 가시화

전단흐름이 전기수력학적 와류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기 위하여, 먼저 전류 구간에 따라 나타

나는 이온농도분극 현상을 확인하였다 (Fig. 3).기

존의 이온교환막에서 나타나는 전압-전류 관계와 

동일하게 본 가시화 플랫폼 또한 전압에 따라 3개

의 전류구간 (Ohmic < 1.8 V, limiting 1.8-3.8 V, 

overlimiting >3.8 V)이 명확하게 관찰되었다 (Fig. 

3(a)). 전류 구간에 따라 양이온교환막 위에서 발생

하는 이온공핍층 및 내부 이온농도분포 또한,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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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Unidirectional EC vortices visualized by 
(a) 10 μm polystrene beads and (b) 
numerical simulation (courtesy by Van 
Sang Pham). In experiment ((a)), EC under 
shear flow was observed at 10 V and 10 
μL/min. Here, few bright particles had 
larger sizes. In simulation ((b)), EC was 
observed at 30V0 and 800U0, where 
V0=25.85 mV and U0=9.887 μm/s, 
respectively. In the simulation, we solved 
the system of Poisson–Nernst–Planck and 
Navier–Stokes equations on a 
two-dimensional domain. The finite volume 
method was used to discretize the 
equations. Nonlinearity of the equations 
was treated directly by using Newton’s 
method, and the discretized linear systems 
were solved using the generalized minimal 
residual method. Details about the 
simulation method were presented in Kwak 
et. al. [12].

흐름이 없는 경우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3(b)). 보다 자세히 설명하

면, Ohmic 구간에서는 형광세기로 나타나는 이온

농도가 막 위에서 거의 변하지 않으며, 농도구배 

또한 무시할 만큼 작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limiting구간에 진입함에 따라, 막 위의 이온농도가 

급격하게 떨어져 거의 0에 가까운 값을 가지며, 높

은 이온농도구배를 보인다. 마지막으로 overlimiting 

구간에서는 전기수력학적 와류가 발생함에 따라, 

이온공핍층 또한 매끈하게 발달하는 것이 아닌, 막 

위의 와류열 (vortex street)에 따라 굴곡진 형태로 

발달하는 것은 물론, 이 굴곡진 형태의 이온공핍층 

내부의 이온농도는 균일하게 매우 낮은 값을 가지

게 된다. 여기서 한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Ohmic-limiting구간에서는 전류의 동요가 무시할 

만큼 작지만, overlimiting구간에서는 전기수력학적 

와류가 발생함에 따라 전류의 동요가 급격히 커지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3(a)).

4.2 전단흐름 하에 전기수력학적 와류의 특성

위와 같이, 전반적인 현상은 전단흐름이 없는 

경우와 유사하지만, 전기수력학적 와류의 세부 구

조 및 특성은 전단흐름 하에 완전히 변모한다. 첫

째, 전단흐름 하에서 전기수력학적 와류는 기존의 

대칭적 구조에서 벗어나 단 방향성 와류열 

(unidirectional vortex street)을 가진다 (Fig. 4)(12). 

이는 형광 파티클을 이용한 유동 가시화 및 전

산모사를 통해 보다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 방향

성이 있는 유동은 그에 반하는 방향의 전기수력학

적 와류(예: Fig. 4에서 반시계 방향의 와류)를 억

제하고, 순방향의 와류만 유지시키게 된다.

Fig. 5. EC vortices advection along the direction 
of the shear flow. The time interval 
between adjacent images is 0.1 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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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Periodic-to-chaotic transition of EC under shear flow. Florescent images (upper) and attractors in a 
time-delay phase diagrams (lower) successfully captured stable unidirectional EC vortices ((a)), weak 
chaotic EC ((b)), and fully chaotic EC ((c)).

둘째, 전단흐름에 따라 유동방향으로 와류가 따

라 이동하는 와류열의 이류(vortex advection) 현상

이 나타난다 (Fig. 5)(12). 전단흐름이 없는 기존의 

전기수력학적 와류의 경우, 와류가 발생한 위치에

서 시간에 따라 크기가 변할 뿐, 그 위치가 변하지

는 않는다. 하지만 전단흐름 하에 발생하는 와류는 

전단흐름의 속도에 비례하여 이동하는 것을 관찰 

할 수 있다.

셋째, 이러한 와류열 이류현상은 특정위치에서 

끊임없는 유속의 변동을 야기하며, 이러한 유속의 

변동량의 전단차폐 (shear-sheltering)여부 따라 전

기수력학적 와류의 천이 (stable-to-chaotic)가 나타

난다(Fig. 6)(16). 전단차페효과 (shear-sheltering effect)

란, 안정적인 전단유동이 불안정한 eddy를 흩어냄

으로써 대류전달(convective transport)을 국한하는 

효과를 말한다(20-21). 이때, 불안정한 eddy는 특정 

공간 내에 고립되며, 고립된 층을 유동전단응력-이

동장벽 (flow-shear-induced transport barrier)이라 이

야기한다. 이러한 전단차폐효과를 전기수력학적 

와류에 적용할 경우, 와류의 이류현상에 의한 유속 

변동량이 전단흐름에 의한 전단력보다 강해질 경

우, 이동장벽을 넘어 chaotic EC로 천이될 것이라 

볼 수 있다. 실제로 동일한 가시화 플랫폼을 이용

하여 전압이 높아짐에 따라 강한 와류 및 강한 유속

변동량이 주어짐에 따라, 혹은 유량이 낮아짐에 따

라 전단력이 작아짐에 따라 전기수력학적 와류가 

기존의 가지런한 와류열에서 choatic한 와류열로 

천이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와류열의 천

이는 특정위치에서 와류의 크기(혹은 이온농도 등)

를 시간에 따라 측정하고, 이를 time-delay방식으로 

반복해서 표현한 attractors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22). 비교적 강한 전단력이 작용하여 와류의 

이류현상에 의한 유속변동을 성공적으로 차폐한 

경우, 가지런한 와류열이 발생하며, 이때 attractor

는 유속이 와류 이류에 따라 주기적으로 변동함에 

따라 원형의 형태를 가진다 (Fig. 6((a)). 이에 비하

여 전단차폐가 실패한 경우, attractor는 흩뿌려진 

형태로 표현되며, 흩뿌려진 정도에 따라 chaotic한 

정도를 읽어낼 수 있다 (Fig. 6((b-c)).

5. 토론 및 결론

우리는 이온교환막 위에서 발생하는 전기수력

학적 와류가 전단흐름하에 어떠한 특성을 가지는

지 살펴보았다. 이러한 결과를 이용하여 실제 이온

교환막이 들어가는 다양한 전기화학적 시스템의 

성능향상을 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예측된다. 첫째, 

limiting구간이 발생함에 따라 생기는 전력소모를 



68                                                 곽노균

최소화하고, overlimiting구간이 빠르게 나타나도록 

전기수력학적 와류의 발생을 조절해야한다. 둘째, 

전단흐름 하에 와류의 크기 및 내부 속도를 조절

하여 이온전달현상을 극대화 하여야 한다. 셋째, 

실제 이온교환막 시스템에서 막 간에 삽입되는 구

조물 (스페이서)이나 패턴이 들어간 교환막에서 

와류와 구조 간 인터렉션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야 한다. 위의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 전단응력하에 

전기수력학적 와류를 원하는대로 조절할 수 있다

면, 실제 이온교환막을 사용하는 전기화학적 시스

템의 성능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교

환막의 성능을 향상하는 일반적인 방법에 더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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