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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연금속-공기전지는 기존의 이차전지보다 높은 중량당 에너지 밀도, 낮은 제조단가를 가짐과 동시에 소재적으로 친

환경적이다. 소형 및 중대형 전력 저장 시스템, 전기자동차, 스마트 휴대기기의 상용화에 있어 최우선시 되고 있는 

것은 배터리의 충⋅방전 능이다. 따라서 환원 촉매의 높은 과전압, 산화 전극의 불안정성 및 비가역성, 액체 전해질 

사용에 따른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여야 한다. 본 총설에서는 공기극 막의 손상 방지 기술, 아연금속 전극의 구조 개선을 

통한 충전효율 저하 방지 기술, 부반응 및 부동태화를 막기 위한 하이브리드 전해질 도입 등의 최근 기술적 이슈와 

연구동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Zn-Air energy storage cell is an attractive type of batteries due to its theoretical gravimetric energy density, cost-effective 

structure and environmental-friendly characteristics. The chargeability is the most critical in various industrial applications such 

as smart portable device, electric vehicle, and power storage system. Thus, it is necessary to reduce large overpotential of 

oxygen reduction/evolution reaction, the irreversibility of Zn anode, and carbonation in alkaline electrolyte. In this review, 

we try to introduce recent studies and developments of bi-functional air cathode, enhanced charge efficiency via modification 

of Zn anode structure, and blocking side reactions applying hybrid organic-aqueous electrolyte for high power density re-

chargeable Zn-Air energy storage cells.

Keywords: Zn-air storage cells, bi-functional air cathode, nanostructured Zn anode, water management, hybrid electrolyte, 

reliable current collector

1. 서    론
1)

지속적인 경제성장 속에 화석연료의 고갈, 고유가, 환경오염으로 인

한 지구온난화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의 개발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위한 에너지 저장기술에 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현재 97%에 달하는 에너지 해외의존도를 

갖고 있는 한국은 교토의정서 2차 공약기간(2013∼2017년)에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이 심각할 것으로 보이며 이와 함께 의무 불이행 시 나타

나는 환경 부담금 지불과 같은 경제적 불이익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위한 에너지 저장기술 개발은 앞으로 한국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사업으로 평가 받고 있으며 이는 에너지 

해외의존도를 축소하여 에너지 안보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세대 

산업으로 급성장이 예상된다.

현재 모바일용 소형 에너지 저장뿐 아니라 친환경 자동차 및 전력

† 교신저자 (e-mail: jaeyoung@gist.ac.kr)

저장용 중대형 이차전지(리튬이온전지, redox-flow 전지, NaS 전지 등)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나 에너지 밀도 한계 및 장주기용 에너

지저장 시스템 적용 등의 문제를 갖고 있어, 이를 뛰어넘을 수 있는 

미래형 이차전지 기술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선 높은 에너지밀도를 갖는 

전지 시스템에 대한 기술 개발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금속-공기전지 개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금속-공기전지는 기존의 이차전지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 

저장 장치로 음극에 리튬,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철, 칼슘, 나트륨 

등의 활성금속을 사용하고, 양극에는 탄소 담체 존재 하에 활물질로 

공기 중의 산소를 이용하는 친환경적인 전지로 알려져 있다. 현재 음극

으로 사용 될 수 있는 여러 금속을 이용한 Ca-Air, Mg-Air, Fe-Air, 

Al-Air 전지 등이 검토되었으나 Ca과 Mg anode의 경우 분극과 부식 

그리고 안정성 등의 문제로 인하여 상업적으로 실용화되지 못하고 있

다. 또한 Fe 음극의 경우 전압과 에너지 밀도는 상대적으로 작고 제작

비용이 다른 금속-공기전지보다 높기 때문에 실용화가 어려워 보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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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chematic representation of the different rechargeable batteries

in terms of practical energy densities.

Al 음극 또한 지구상에 풍부하게 존재하여 잠재적으로 값이 저렴하고 

취급이 용이하나 너무 높은 전압을 요구(방전 시 물 분해 및 수소 발

생)하기 때문에 기술개발이 어려운 실정이다[1-4].

금속-공기전지 중, 유일하게 상용화된 아연금속-공기전지는 사용상

의 제약(수분에 취약, 공기 공급, 낮은 출력 등)으로 현재까지 소형

(button-type), 고용량 1차 전지(보청기, pager)의 전원으로만 주로 이용

되어 왔으나, 타 금속-공기전지뿐만 아니라 기존의 이차전지에 비해 

높은 에너지 밀도, 높은 가격 경쟁력, 풍부한 자원 및 친환경 특성 등

의 많은 장점으로 인하여, 전지기술의 발전과 소비자의 기대감 증대

에 따라 최근 재조명을 받고 있다. 유기 전해액을 사용하는 리튬 이차

전지와 비교해 보면 아연금속은 electropositive한 성격을 갖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계 또는 알칼라인 전해액에서 부식반응을 일으키지 않

아 화학적 안정성 면에서도 우수할 뿐만 아니라, 아연 분말을 사용하

고 있으므로 환경오염 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는 무공해 전지이다. 

공기극 활물질은 자연계에 무한히 존재하는 공기 중의 산소를 에너지원

(연료)으로 사용하므로 용기 내에 음극을 대량으로 저장할 수 있어 원

리적으로 더 큰 용량을 얻을 수 있으며, 실제 리튬 2차 전지의 중량당 

에너지(180 Wh/kg)에 비해 아연금속-공기전지의 중량당 에너지는 

470 Wh/kg으로 더 높다(Figure 1)[5]. Goldstein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

면, 아연금속-공기 이차전지는 리튬 이온전지보다 4배의 더 높은 단

위밀도를 가지면서도 제조비용이 5배나 저렴하다고 보고되었다[6]. 

또한 공기극을 재활용할 수 있으며 대기 중의 산소가 일정하게 공기

극 기공을 통해 공급되므로 음극의 아연입자가 모두 산화되기까지는 

방전전압을 다른 전지에 비해 아주 평탄하게 유지할 수 있고, 산소의 

산화력은 강력하고 높은 전지전압이 얻어지므로 대용량과 함께 에너

지 밀도는 매우 높아지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상용으로 시판에 성공한 아연

금속-공기전지는 일차전지 형태로 국한되어 있으며, 충⋅방전이 가능

한 2차 전지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술적 어려움이 존재

한다. 우선, 아연금속-공기전지는 공기 중의 산소가 전지 내부로 유입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전해액의 누출을 막기 위한 패킹 기술과 공기극

(양극)막의 손상을 막는 기술이 2차 전지화의 핵심기술이다. 또한, 아연

금속 전극의 불균일한 구조 및 형태변화를 수반한 아연 소모, 아연음

극 자가 방전, 충전 시 수지상(dendrite) 구조 형성을 통한 급격한 충전

효율 저하 등의 문제는 2차 전지화에 큰 장벽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공기극의 통기성을 낮추거나 아연음극의 배열을 물

리적으로 통제하는 방법 등을 사용하였으나 이는 전기화학반응 속도

를 낮추는 등 전지 성능저하 원인이 되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아니다. 이에 충⋅방전 가능한 2차 전지로써 개발하는 것이 현재 기술

로서는 어려우므로 연료전지형태를 채용한 시스템 개발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연금속-공기전지의 충전시스템을 정리하면 아

래와 같다[7].

1) 연료 충전식 유동화 베드(fluidized bed type;) : 금속음극으로 아연 

펠렛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셀에 공급할 수 있는 형태

2) 연료 충전식 고정화 베드(fixed bed) : 판상형의 분말 성형체로 

이루어진 아연금속을 전해액과 함께 gel화하여 사용하는 방식

3) 외부 충전 셀을 이용한 전기 충전식(전해채취, electrowinning) : 

고정화 베드의 아연금속 판과 양극 판을 분리하여 아연금속판을 별도의 

충전 시스템에 장착하여 아연금속을 전해 채취하여 재생한 후, 이를 

다시 양극판에 장착하여 방전하는 방식

지금까지 개발된 충전 시스템으로는 아연 금속 연료극을 교환하는 

기계적 착탈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이는 셀을 구성하고 있는 각 

요소 간에 밀접한 접촉이 어려우므로 이에 따른 성능저하를 야기하게 

된다. 현재 많이 연구되고 있는 아연 gel 전극의 경우는 부피 팽창이 

심하여 단락의 위험이 크며 고출력 특성이 좋지 않다. 또한 전기 충전

식의 경우, 충전 시 응집(aggregation) 및 집적화(densification) 현상으로 

인한 내구성 감소 및 불안정한 출력을 나타내며, 이로 인해서 충⋅방

전 사이클 수명이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현재 가장 큰 걸림돌인 사이클 수명이 개선된 직접 충⋅방전 

가능한 아연금속-공기전지 개발은 많은 휴대기기, 대용량 기기 및 전

기자동차 등에 적용할 수 있는 고용량 전원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시기적으로 실용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때이다.

아연금속-공기 2차전지의 기존 과제로는 낮은 출력, 짧은 수명 등을 

들 수 있었고 이것들은 충전 방식을 변경(연료 충전식(기계적)과 전기 

충전식(간접적))하여 해결되어 가고 있지만, 이는 편리성 및 가격적인 

측면에서 불리하다. 이에 전기적 직접 충⋅방전을 위해 많은 연구자

들이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여러 기술적 한계와 

재료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어 이차전지 형태의 고출력/고에너

지 밀도의 아연금속-공기 전지를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아연금속-공기전지의 이차전지화 및 고출력/고

에너지 밀도 달성을 위해 필수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부분을 Figure 2

와 같이 크게 9가지의 핵심요소로 구분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본    론

2.1. 아연금속-공기전지의 방전 원리

일반적인 아연금속-공기전지는 알칼리 전해질, 교환 가능한 아연금속 

음극(연료극 anode), 비귀금속 촉매로 구성된 양극(공기극 cathode), 

그리고 고분자 분리막(separator)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작동원리는 다

음과 같다. 

아연금속-공기전지의 전기화학적 반응에서 공기극의 반응은 식 (1)

에 나타낸 바와 같이 대기로부터 공급된 산소와 전해질에 포함된 물, 

아연음극으로부터 유입되는 전자가 공기극의 삼상계면에서 산소환원

반응에 의해 OH
-
를 생성하게 된다. 이때 생성된 OH

-
 이온이 분리막을 

지나 전해질로 유입되어 아연음극과 반응한다(식 (2), (3)). OH
-
이온과 

반응한 Zn은 Zn(OH)4
2-
를 비롯하여 Zn(OH)3

-
, Zn(OH)2, Zn(OH)

+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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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Illustration of nine core components for high power/energy density of Zn-air rechargeable battery.

다양한 형태의 아연 화합물로 존재하게 되는데, 이전의 결과[8,9]에 

따르면 zincate가 주된 화합물로서 다른 화합물에 비해 전지성능에 

큰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형성된 Zn(OH)4
2-
가 전해질 내에서 

축적되어 포화농도를 초과하게 되면 식 (5)∼(6)과 같이 2개의 OH
-
 

이온을 내놓으면서 ZnO로 산화되고 이렇게 생성된 ZnO는 침전되거

나 아연전극 표면에 흡착되어 부동태 막을 형성하여 성능을 저하시키

게 된다. 전체 방전 반응은 식 (7)에 나타낸 것처럼 아연음극 표면 또

는 전해질에 ZnO가 포화될 때까지 방전 반응이 일어나며 이때 개회

로 전압은 1.65 V이다.

양극 반응(Oxygen reduction reaction) :

O2 + 2H2O + 4e
-
 → 4OH

-  
           E

0
 = 0.40 V  (1)

음극 반응 :

Zn → Zn
2+

 + 2e
-

     (2)

Zn
2+

 + 4OH
-
 → Zn(OH)4

2-
   (3)

Zn(OH)4
2-

 → ZnO + H2O + 2OH
-
       E

0
 = 1.25 V (4)

전체 방전 반응

Zn + ½O2 + H2O + 2OH
-
 → Zn(OH)4

2-
    E

0
 = 1.62 V  (5)

Zn(OH)4
2- 
→ ZnO + 2OH

-
              (Shape change)  (6)

Zn + ½O2 → ZnO                      E
0
 = 1.65 V  (7)

2.2. 공기극개발

아연금속-공기전지를 구성하고 있는 전체 비중 가운데, 공기극은 가장 

비싼 구성요소로 전체 성능, 가격 및 상용화 실현을 결정지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Alupower사의 공기극을 예를 들면, 1 m
2
당 

가격이 120달러, 5 kW/m
2
의 높은 출력밀도에서 에너지 가격이 1 kW

당 50달러인데, 이 중에서 공기극이 차지하는 비중이 50%에 이른다

[7]. 더불어 공기극은 이차전지 연구뿐만 아니라 타 금속공기전지, 연료

전지 분야까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파급효과가 상당히 큰 

부분이다.

2.2.1. 산소환원/발생반응의 활성 촉매

반응식에서 알 수 있듯이, 아연금속-공기전지의 성능은 전해질 내

부의 OH
-
 이온 농도에 큰 영향을 받으므로 식 (4)의 반응을 통한 OH

-
 

발생은 전지성능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즉, 전지 내부에 충분한 

OH
-
 이온이 존재할 때, 아연금속-공기전지가 최대 출력을 낼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금속공기전지 개발에 있어 느린 산소환원반응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으며 이는 복잡한 산소환원반응의 메커

니즘 이해 부족에 기인한다. 전체 반응 메커니즘을 화학양론적으로 

살펴보면, 전지 방전 반응 시 아연음극에서 소모되는 OH
-
 속도는 공

기극에서의 OH
- 
생성속도보다 훨씬 크므로 전해질 내의 OH

-
 농도가 

급격히 낮아져 전지 성능이 저하되는 것을 알 수 있다[10]. 이로 인해, 

아연금속-공기전지는 방전 시, 느린 산소환원반응에 따른 급격한 IR 

drop과 낮은 작동 전압을 보여주며 이는 아연금속-공기전지의 낮은 

성능에 가장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실제 전지 구동 시 

방전 전압이 1.2 V인 반면에 상용 아연금속-공기전지의 전기적 충전 

시 2.1 V의 높은 과전압을 필요로 한다[11]. 이는 60%의 충⋅방전 효

율로 낮은 에너지 효율을 보일 뿐 아니라, 높은 과전압에 기인한 촉매 

및 전극의 안정성 저하와 낮은 내구성을 야기한다. 따라서 아연금속-

공기전지의 이차전지화를 위해서 가장 먼저 선결해야 할 조건은 충전 

시 발생하는 과전압을 낮추어주어야 하며 동시에 산소환원반응(oxygen 

reduction reaction; ORR)과 산소발생반응(oxygen evolution reaction; 

OER) 모두에 대해 높은 활성을 갖는 촉매 및 지지체 개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공기극 촉매 개발은 현재까지 1차전지 형태에 맞추어 알칼리 용액

에서 산소환원반응 활성을 갖는 촉매가 주로 연구되어 왔다. 이 중에서 

MnO2 계열의 촉매가 주로 연구되어 왔으며, Ag, CoxOy-MnOx 혼합원자, 

금속 TMPP의 분자, 그리고 스피넬, 페로브스카이트, 피로클로르 구조 

기반의 ORR 활성 촉매가 개발⋅연구되고 있다[12]. 이는 1차 전지 형

태의 아연금속-공기전지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금속공기

전지의 이차전지화를 위해서는 ORR과 OER 모두 활성을 갖는 전극이 

필요하다. 다기능성 전극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방전(@ 0.6∼0.7 V) 

시에 산소환원 반응, 충전(@ 2.1 V) 시에 산소발생반응이 발생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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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3. (a) OER and ORR activities of graphene-supported cobalt 

oxide compared with Pt/C as a bifunctional catalyst[19]. (b) Oxygen 

electrode activities of the nanostructured Mn oxide thin film, 

nanoparticles of Pt, Ir, and Ru, and the glassy carbon substrate[20]. 

The graphene supported cobalt oxide and Mn oxide thin film shows 

excellent activity for both the ORR and the OER.

Figure 4. Schematic representation of promising bifunctional catalyst 

for ORR/OER using graphene-supported metal catalyst.

넓은 전압 범위에서 활성과 내구성을 지녀야 하며 보다 빠른 산소발

생반응 속도가 요구된다. 현재까지 개발된 다기능성 전극촉매 중 가

장 유망한 물질로 꼽히는 Co 계열의 촉매는 산소환원 및 산소발생 모

두 높은 활성을 지니고 있다. 한 예로, (CuSO4 + NiWO4 + WC + 

Co)/C 복합체와 ORR 활성을 갖는 Ag, 그리고 이를 안정화 시켜주는 

NiS를 첨가하여 합성한 (AgCoWO4 + WC + WS2 + NiS2 + Co)/C 복

합체가 있는데 주목할 만한 점은 Ag가 Co와 Ni 존재 하에 활성이 더

욱 개선된다는 점이다[13-15]. 또한, ORR과 OER에 대해 구조적으로 

동시에 활성을 갖는 페로브스카이트 촉매로는 La1-xAxCoO3 (A = Sr 

or Ca), La0.8Sr0.2BO3 (B = Co, Mn, Fe)의 촉매가 있다[16].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Co 계열의 촉매는 ORR과 OER 모두 활성

을 보이지만, 알칼라인 전해질에서 낮은 내구성에 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로 인해, Co가 없는 다기능성 촉매로 La1-xAxFe1-yMnyO3 형태의 

촉매가 개발되었다[17]. 이는 A 자리에 위치하는 Sr과 Ca의 형태나 

각 원소별 농도에 따라 ORR 활성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La0.8Sr0.2Fe1-yMnyO3 촉매의 경우 y = 0.6일 때 가장 높은 ORR 활성을, 

y = 0.2 일 때 가장 높은 OER 활성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

불어 A 자리에 위치하는 양이온 가운데 Sr, Ca, Ba, La 순으로 OER 

활성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Mn의 농도가 60% 일 때 ORR 

활성이 가장 높지만 OER에 가장 높은 활성을 보이는 농도는 20% 이

다[18]. 이와 같이 다기능성 촉매 복합체를 합성함에 있어 ORR 촉매 

비율이 높으면 방전전압이 증가하지만 낮은 사이클 성능을 보이게 되

고, OER 촉매 비율이 높을 경우에는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구성하는 원소의 조합과 농도에 대한 최적화가 필요하다.

최근에는 그래핀(graphene)이나 탄소나노튜브(carbon nanotube; CNT), 

또는 탄소나노섬유(carbon nanoFiber; CNF)를 촉매 담지체로 사용하여 

전이금속-그래핀(또는 CNT, CNF) 복합체의 다기능성 촉매 개발이 진

행되고 있다. 특히 그래핀에 담지된 Co 계열의 촉매는 Figure 3(a)에

서 보는 바와 같이 ORR뿐 아니라 OER에서도 높은 활성을 보이는 것

으로 알려졌다[19]. 또한, Mn 계열의 화합물을 박막 증착시키게 되면 

Pt, Ir, Ru과 같은 귀금속에 준하는 ORR/OER 촉매능을 갖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20](Figure 3(b)). 특히, 그래핀은 2차원 평면구조를 가지고 

있고 높은 기계적 강도와 함께 높은 열전달율(∼5000 W⋅m
-1
⋅K

-1
), 

높은 전기 전도성(∼10
3
∼10

4
 S⋅m

-1
), 그리고 높은 비표면적(2630 m

2
⋅

g
-1
)이라는 이점 때문에 전기화학 촉매의 지지체로 많이 쓰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래핀 합성과정에서 표면에 생성되는 결함 부위 자체

가 ORR과 OER의 활성 부위로 작용하기도 하고 전이금속과 함께 결

합이 되었을 시에 각각의 자체로만 사용시 나타나지 않던 높은 ORR, 

OER 동시 활성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 결과와 응용분야가 

더욱 주목 받고 있다[21-23]. 이러한 추세에 따라, 이차전지의 속도 성

능을 개선하고 전기화학적으로 활성인 소재의 원가를 감소시키기 위

하여 높은 표면적, 저가 및 나노척도에서 전기화학적 활성 소재들과 

집적될 수 있는 고도의 전도성 나노구조로 된 소재를 확인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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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5. (a) Structure of air cathode for commercial primary Zn-air 

battery and (b) Schematic illustration of air cathode optimized to 

produce many sites of active sites (three-phase-boundary). 

중요하다. 향후, Figure 4와 같이 다기능성 전극 촉매로서 CNT, CNF, 

또는 그래핀과 나노구조 금속 촉매 복합체의 연구가 훨씬 활발해질 

것으로 보여진다. 나노구조이고 비표면적인 대단히 큰 그래핀의 경우, 

한 개 그래핀 층에 결합된 금속 촉매를 함유하는 나노복합체 소재 개

발은 새로운 특성의 이점을 갖는 혼성소자 제작을 통해 이론적 가능

성에 접근하는 비 전기용량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2.2.2. 외부 산소 유로 및 전해질 간의 Wettability 최적화된 기체 확

산층 

다기능성 촉매 개발과 수반되어야 할 부분은 셀 내부로 산소를 충

분히 전달 할 수 있는 다공성 기체확산층 개발이다. 이는 아연금속-공

기전지를 포함한 공기극을 갖는 모든 전기화학 셀에서 갖는 공통된 

이슈로 개방형 구조 특성 상, 전해질의 dry-out 현상이 일어나 전지의 

성능이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따라서 수용성 전해질과 

공기극 간의 최적의 wettability 조절과 외부 산소 유로를 확보할 수 

있는 다공성의 구조를 동시에 갖는 기체확산층 개발이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서는 기체확산층 양쪽 표면의 친수성과 소수성 조절을 통해 두 

가지 목적 모두 달성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수용성 전해질과 접해 있는 전해질-공기극 계면에서는 

친수성을 높여 산소환원/발생 반응이 최대한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접촉 면적을 높여 주어야 한다. 그러나 친수성이 높은 전극일 경우, 

수용성 전해질이 다공성 채널 안으로 flooding되어 가스상의 산소가 

셀 내부로 들어 올 수 있는 유로를 막아 성능저하를 야기한다. 반대로 

소수성이 높은 전극일 경우, 산소의 유로가 확보되어 셀 내부로 기상

의 산소가 빠르게 전달될 수 있는 반면에 전해질과 전극 간의 계면 

접촉 면적이 감소하게 되어 원활한 양극 반응이 일어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두 가지의 목적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최적의 친⋅소수성 

조절에 대한 많은 연구가 뒤따르고 있다. 현재 상용으로 제작되고 있

는 일차전지용 아연금속-공기전지 공기극의 구조를 살펴보게 되면 

Figure 5(a)와 같이 구성되게 된다. Teflon membrane은 2000∼4000 S

에 해당하는 높은 공기 투과도를 보여줌과 동시에 전해질의 누액을 

막는 역할을 한다. 집전체는 Ni foam, Ni mesh 또는 Ni이 코팅된 Cu 

mesh로 이루어져 있어 공기극에 높은 비표면적을 제공한다. 기체확산

층은 낮은 BET 표면적, 높은 소수성을 갖는 AB-7과 같은 탄소와 pol-

ytetrafluoroethylene (PTFE) 또는 flourinated ethylene prophylene (FEP) 

폴리머로 구성되어 있다. 기체확산층 앞에 위치한 촉매층은 비교적 

높은 친수성을 갖는 촉매, 높은 BET 표면적을 갖는 탄소, 그리고 

PTFE 폴리머로 이루어져 있다.

아연금속-공기전지 공기극의 탄소 물성은 이차전지화를 위한 성능 

향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촉매(고상) 표면이 전해질(액상)에 의

해 젖음이 심해지면 산소(가스)가 촉매층 활성 site로 확산되는 것이 

방해되고 삼상계면(가스-고상-액상)의 유효면적이 줄어들게 된다. 그

러므로 고/저 표면적의 탄소를 적절히 혼합하여 Figure 5(b)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활성층의 소수성과 친수성이 적절히 조화되도록 해야 한

다[13,24-25]. EC-600JD 또는 FCB 3000B와 같이 높은 BET표면적을 

갖는 탄소는 친수성이 높아 ORR에, AB-7 또는 AB-50과 같은 낮은 

BET를 갖는 탄소는 소수성이 높아 OER 성능 개선에 영향을 준다

[26]. 또한 전극 제조 시, 사용하는 PTFE 대신 FEP를 사용하게 되면 

높은 충전전압에서 발생하는 탄소의 산화를 줄여줄 수 있다[27]. 테플

론의 농도를 가스확산층과 촉매층에 다르게 하여 공기극의 친수성과 

소수성 균형을 맞출 수 있는데 가스확산층은 약 30∼70%, 촉매층은 

10∼30%가 가장 적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28].

친수성과 소수성을 조절하는 새로운 접근법으로 원자층 증착법(atomic 

layer deposition; ALD)과 고분자 표면처리를 통한 wettability 조절 방

법이 있다. 원자층 증착법은 화학 기상 증착법과 원리는 비슷하지만, 

두 개 이상의 전구체를 기판 표면 위에 번갈아 가면서 주입하여 원하

는 금속산화물 층을 원자층 단위로 매우 정밀하게 증착할 수 있는 기

술이다. 예를 들어 친수성을 갖는 TiO2 층을 가스확산층 한 쪽 표면에 

박막으로 증착하여 상대적으로 친수성을 갖게 하고, 소수성을 갖는 

PDMS와 같은 고분자로 가스확산층 반대면 표면에 처리하게 되면 친

수성과 소수성을 모두 갖는 가스확산층을 제조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표면 처리를 통해 물 관리가 용이해져 성능이 향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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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Various morphologies of electrodeposited Zn[30]. 

Figure 7. Comparison of porosity versus conductivity for bulk Zn 

powder and 1D fibres[32].

2.3. 아연 나노구조 음극 개발

아연금속은 타 금속과 비교했을 때, 알칼라인 수용액에서 전기적 

충전 반응과 유사한 전기화학 증착(electrodeposition)이 가장 잘 일어

날 수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이는 현재 여러 금속-공기전지 중, 수

용액 상에서 충⋅방전이 전기적으로 가능한 이차전지화에 가까운 형

태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 몇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점

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12,29].

1) 아연 금속 전극의 불균일한 구조 및 형태변화를 수반한 불필요

한 아연 소모

2) 알칼라인 전해질과 아연금속간의 자가 방전

3) 충전 시, 아연 음극 표면에 dendrite를 형성시켜 전지를 단락시키는 

문제

4) 심한 부피 팽창에 따른 전지 단락 위험성 증가

5) 전기화학적 충전 시, 응집(aggregation) 및 집적화(densification)

현상으로 인한 내구성 감소, 불안정한 출력과 낮은 충⋅방전 성능

아연금속-공기전지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가 공기극 촉매 및 구조에

만 집중되어 있지만, 실제 안정적인 충⋅방전 사이클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여야 한다. 즉, 알칼

라인 전해질 상에서의 dendrite 구조 형성 억제에 대한 메커니즘 규명, 

아연금속의 과소모 및 과전압 상에서 수소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전

극 구조 제어, 매우 높은 비표면적을 가지는 아연금속 전극 개발이 필

요하다. 현실적으로 아연금속-공기전지 음극의 고효율, 고내구성을 결

정짓는 요소는 전해질과 음극간의 계면반응에 대한 연구로 해결이 가

능하다.  

2.3.1. 나노구조체 아연 전극 최적화

기존의 아연금속-공기전지보다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아연음극 

개발에 있어 전해질과의 계면 접촉 면적 극대화와 함께 표면에서 균

일하게 반응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표면 형태 조절이 필수적

이다. 이를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고 그 중 전기화

학 제조 및 분석 기술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전기화학

법은 간단한 설치와 효율적이고 정밀하게 표면 형태를 조절할 수 있

다는 점에서 매우 매력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원하는 표면 형태

로 조절하기 위한 기술로서 전기화학법이 주목 받는 다른 이유는 아

연금속이 타 금속에 비해 알칼라인 전해질에서 방전 반응의 역반응인 

전기증착이 비교적 용이하다고 알려져 있어 이차전지화를 위한 연구

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Figure 6에 나타내었듯이 전기화학적으로 증착된 아연은 heavy 

spongy, dendritic, boulder, layer-like, 또는 filamentous mossy형태로 

diffusion control, activation control 등 증착 조건의 변경으로 이들의 

형태를 제어할 수 있다[30]. 또한, 펄스형의 overvoltage를 인가하여 

아연의 형태를 다르게 조절하는 연구결과도 발표되었다[31]. 최근 

Zhang 그룹은 Figure 7과 같이 기존에 사용하던 아연 분말을 이용한 

아연 음극이 아닌 아연 섬유 같은 1차원 나노구조의 아연 형태 조절

을 통해 아연금속-공기전지 성능이 향상될 수 있음을 발표하였다[32]. 

이 결과는 물리적인 안정성, 아연 구조체 간의 긴밀한 접촉성으로 인

한 전기 전도성의 증가, 기계적인 강도 증가를 보여줄 뿐 아니라, 전

극에 유연성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전지 설계 시 많은 이점을 보유

할 수 있다. 전기화학적 에칭 공정은 기존의 평평한 아연 플레이트 전

극을 사용하는 것보다 성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계면의 비표면적을 

넓히고 전극 표면을 다공성으로 형성할 수 있다[33]. 또한 양극산화법

(anodization)은 이미 재료의 나노구조체 형성을 위해 널리 사용되고 

있는 기술로서 Al2O3 또는 TiO2 나노튜브 지지체를 제조한 후, 전기 

증착을 통해 rod, wire, tube와 같은 다양한 나노 구조 및 높은 종횡비 

(high aspect ratio)를 갖는 아연 금속 전극을 제조할 수 있다. 더불어, 

전기 증착을 통해 이종 금속간의 합금 및 도핑을 통해서 dendrite 생성 

억제 및 고전압 하에서 발생하는 수소발생 반응을 최소화하여 충⋅방

전 사이클 성능의 향상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은 Zn 금속에 국한되지 않고 Si, Ge, Co, Nb 등과 같이 

다양한 금속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활용 범위가 매우 넓어 유용

한 기술로 기대된다. 따라서 간단하면서 효율적인 전기화학법을 통해 

정밀한 나노구조체 아연전극 제어로 성능 제한 요소인자를 최소화하는 

것이 아연전극 개발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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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Cathodic polarization curves for both zinc and alloys at 

1 mVs
-1

 from the rest potential in 8.5 M KOH vs. Hg/HgO reference 

electrode[35]. 

2.3.2. 고안정성을 위한 계면반응 및 표면처리 기술

아연 음극 개발에 직면하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는 아연음극과 전

해질 계면간의 수소발생 반응(hydrogen evolution reaction; HER), 전

기적 충전 시 아연음극 표면에서 발생하는 dendrite 형성 또는 부동태

화 같은 부반응의 형성이다.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 나노구조 제어를 

통한 접근과 함께 계면활성제나 다른 첨가제를 이용하거나 선택적 표

면처리를 통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전지 내에서 알칼라인 전해질과 아연분말로 구성된 전극간에 발생

하는 자가방전 또는 부반응을 억제하는 방법으로는 아연 표면을 부반

응에 안정한 물질로 선택적 표면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면, 

높은 Li
+
 전도도와 안정성을 갖는 Li2O-2B2O3 (lithium boron oxide; 

LBO) glass를 아연 입자에 코팅하면, 아연 표면의 LBO층이 KOH 전

해질에 대한 아연의 직접 노출을 막아 전지내의 부반응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실제 0.1 wt% LBO로 코팅된 아연전극은 0.5 V에서 1.70 Ah

의 방전용량을 보여, 코팅되지 않은 전극에 비해 높은 수치를 나타내

는 것으로 보고되었다[34]. 이러한 선택적 표면처리는 용량 증대와 함

께 수소발생 반응을 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ZnxNiyInz, Zn/Hg, Zn/Pb, Zn/Cd, Zn/Bi와 같은 합금 및 

도핑법을 이용하여 potential window를 증가시키고 충전 시 발생하는

self-hydrolysis를 감소시켜 아연음극 수명을 감소시키는 수소발생 억

제가 가능하다고 보고되었다. 특히, Al, Cu, Mg, Bi, In, Ni, Si, Sn, Cd

의 금속을 합금화 시켰을 때 음극에서 발생하는 아연 dendrite형성을 

억제할 수 있었으며, Ni, Cu, Fe은 수소발생 억제에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었다[29,35](Figure 8).

부반응과 성능저하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첨가제를 이

용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Carboxymethyl cellulose 또는 polyacrylic 

acid polymer와 같은 고분자를 첨가제로써 사용 시, 수소발생반응을 

억제함과 동시에 아연 금속표면에서 생성되는 아연산화물 dendrite 형

성을 억제시킬 수 있다. 또한, formate, acetate, oxalate, gluconate, ni-

trate와 같은 음이온 첨가제를 이용하여 수소발생반응을 억제할 수 있다

[29]. 이러한 첨가제와 선택적 표면처리 기술을 앞서 기술한 나노 아연

전극 구조 제어 기술과 함께 사용할 경우, 균일한 표면 반응/산화물 생성 

및 가역 반응을 유도하여 성능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4. 전해질 및 분리막 개발

일반적으로 아연금속-공기 전지에서 사용되는 전해질은 알칼라인 

분위기로 KOH, NaOH, LiOH 등이 사용되며, 그 중 고농도의 KOH 

(∼30%)가 6∼8 M의 농도에서 가장 높은 이온전도도를 나타내기 때

문에 금속-공기전지에서 가장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36]. 하지만 고농

도의 KOH는 점도가 높고, 아연의 산화반응 생성물인 Zn(OH)4
2-
를 

불활성인 ZnO로 변화시켜 전지의 충⋅방전 특성을 저해하고 있다. 

특히, KOH는 흡습성이 있어 강하게 공기 중의 수분을 흡수하여 아연

음극 및 공기전극 특성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금속-공기전지와 같이 

개방형 구조를 갖는 전지에서는 까다로운 수분관리가 중요시되고 있다. 

또한 공기 중 미량의 CO2와 반응하여 탄산염을 형성하여 OH
-
이온의 

농도를 감소시키며, 탄산이온은 전해질의 전도도를 크게 감소시켜 

전지의 성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소형전지의 경우 개봉한 

지 몇 주 만에 CO2와 수분에 의해 자가 방전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수분 및 CO2와의 부반응을 억제시켜줄 수 있는 첨가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첨가제를 사용한 한 예로 sodium dodecyl benzene sulfonate, 

sodium dodecyl sulfate와 같은 계면활성제를 이용한 사례가 있다

[37,38]. CO2 또는 불순물에 의한 성능저하를 억제하는 또 다른 방안

으로는 OH
-
만 선택적으로 통과시키는 음이온 교환막의 도입이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KOH와 같은 강한 알칼리 전해액에서는 막의 성

능이 감소되는 경향을 보인다. 게다가 Zn 염과의 상호작용이 큰 경우 

전지가 방전됨에 따라 분리막에 아연이 쌓여 성능이 떨어지는 현상도 

예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고용량, 고출력의 성능을 얻고 충⋅방전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수용성 또는 비수용성 전해질 개발과 안정적이며 선택적 이온 

투과율이 높은 분리막 개발이 필수적이다.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온성 액체와 같은 비수용성 전해

질의 도입이다. KOH 기반의 알칼리 수용액의 경우, 이온 전도성이 높

은 반면에 높은 휘발성으로 전해질의 dry-out 현상을 야기하고 수소발

생과 자가 방전 같은 부반응을 일으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비수용성 전해질을 도입 시, 낮은 휘발성으로 전해질의 dry-out의 영

향을 감소시킬 수 있고 dendrite 형성, 수소발생과 자가 방전 같은 부

반응을 감소시킬 수 있으나 이온 전도성이 낮기 때문에 비수계 전해

질 만을 사용하기 쉽지가 않다. 따라서 두 가지의 장점을 동시에 포함

하기 위해 액-액 계면을 도입하여 하이브리드 전해질 개발을 고려 할 

수 있으며, 이때 OH
-
를 선택적으로 투과시키고 Zn 화합물을 차단하여 

공기극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기능성 분리막이 필요하다. 이온성 

액체의 도입으로 아연 산화물을 생성하지 않고 아연 이온을 발생시킴에 

따라 부반응을 억제시킬 수 있으며 충⋅방전 가역성 증대가 가능하다. 

아울러, 수용성 전해질의 도입으로 인한 높은 이온전도도 또한 유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고려된다. 

3. 맺음말 

아연금속-공기전지는 리튬이차전지에 비해 낮은 제조단가와 높은 

에너지 밀도(470 Wh/kg, 1480 Wh/L), 공기극 재활용, 저가, 외부 설치 

용이성, 친환경 무공해 등의 이점이 있으나 각 구성 재료들이 갖는 한

계에 의해 일차전지 형태로만 이용되어 왔고 이차전지화 기술은 아직

까지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에 아연금속-공기전지의 이차전지화를 위한 충⋅방전 수명 및 

효율 향상, 그리고 특화된 소재 개발 등의 다양한 기술개발이 진행 중

이다. 핵심 이슈로는 1) 셀 용량 향상을 위한 공기양극의 소재 및 구조 

개선, 2) 충⋅방전 수명 및 성능 향상을 위한 아연음극의 구조 개선, 

3) 충⋅방전 효율 향상을 위한 전해질 개발, 4) 전기화학적 성능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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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분리막 개발 등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5) 이동하는 전자를 

전극으로 손실 없이 전달해 줄 수 있는 고 전도성의 집전체 개발과 

전기적(직접적) 충전이 가능한 시스템 개발을 통해 각 요소기술을 유

기적으로 융합 통제할 수 있다면 고출력⋅고에너지 밀도를 갖는 아연

금속-공기 2차 전지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최근 국내⋅외 이차전지 시장은 소형이차전지 중심에서 친환경 전

기자동차용(PHEV, EV) 및 신재생 에너지(태양광, 풍력) 연계형 전력

저장용 중대형 이차전지로 급속히 개편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사이클 

수명이 개선된 고출력⋅고에너지 밀도의 아연금속-공기 2차 전지 개

발은 단순히 에너지 저장뿐만 아니라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의 핵심으

로 활용되어 고부가가치 산업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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