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퍼배터리 기술

 

새로운 종류의 가볍고 환경친화적인 알칼라인 배터리가 탄생했다. 이 배터리는 철
(iron)을 활용함으로써 기존의 알칼라인 배터리보다 50%이상의 에너지를 지니고 
있다. 이 배터리는 개발자인 Technion-Israel Institue of Technology의 Stuart 
Licht교수 연구팀에 의해 "수퍼-철(super-iron)" 배터리로 명명되었다[Science, 
285, 1039 (1999)].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기존의 비충전용 알칼라인 배터리는 아연 anode와 이산화망
간 cathode 그리고 수산화칼륨을 전해질로 활용하고 있다. 새로이 개발된 배터리는 
가장 무거운 이산화망간을 수퍼-철이라는 물질로 대체한 것이다. 즉, 철(VI)을 지니
는 화합물인 K2FeO4 또는 BaFeO4를 cathode 재료로 활용하였다. 철이 valence 3

이 아닌 6을 가지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그림. 수퍼-철 배터리는 기존의 알칼라인 배터리와 비교하여 cathode가 변화된 것이다.  

각각의 철 원자가 6개의 전자가 부족하게 되어 cathode가 특이하게 다량의 전기를 
저장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전기 방전과정에서 Fe(VI)는 3개의 전자를 획득하여 Fe
(III)으로 환원된다. 

MFe(VI)O4 + 3/2Zn → 1/2Fe(III)2O3 + 1/2ZnO + MZnO2 



여기서, M = K2 또는 Ba 

산화철 Fe2O3 등의 방전반응 생성물은 별도의 폐기물 처리과정이 필요 없이 버려

도 환경적으로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철을 활용함으로써 배터리의 가격을 
저하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 

 

그림. 수퍼-철 배터리와 기존 알칼라인 배터리의 수명 비교.  

여러 연구자들이 Licht교수 팀의 연구 결과를 획기적인 것으로 판단하며, 향후 비충
전 배터리를 전원으로 사용하는 휴대용 전자기기의 크기와 무게를 줄이는 데에 성공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한편으로는 Fe(VI) 화합물의 불안정성이 상용화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견해도 제
기되었는데, 연구팀에 따르면 "Fe(VI) 화합물은 1세기 넘게 우리에게 알려진 물질
이었지만 이 화합물에 관한 화학은 Fe(VI)가 매우 불안정할 것이라는 오해로 인하
여 상대적으로 덜 탐구된 형편이다"라며 Fe(VI) 화합물이 안정하다고 주장하였다. 

연구팀은, 과량의 K2FeO4를 고농축 수산화칼륨 용액 속에 수개월을 저장해 본 후, 

이 화합물의 분해반응을 촉진시키는 니켈(II)과 코발트(II)가 없는 한 Fe(VI) 화합
물은 다년간 안정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Licht교수는 이 배터리의 또 다른 장점으로 수퍼-철의 높은 전도성을 들었다. 즉, 높
은 전기 소모율(high-drain-rate)을 보이는 전자기기의 경우 기존의 AAA 알칼라
인 배터리는 몇 분간 방전을 유지하는 반면, 전도성이 우수한 AAA 수퍼-철 배터리
는 한 시간이 넘는 방전시간을 나타내었다. 



한편, 연구팀은 Fe(VI) cathode가 MH(metal hydride) 이차전지에도 적용될 수 있
음을 밝혀냈다. 현재까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Fe(VI) cathode와 MH anode로 구
성된 전지의 충전 효율이 75%로서 상당히 의미 있는 발견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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