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충  마그네슘 배터리 기술

기존의 용량 에 지 변환용 배터리를 체할 것으로 기 되는 재충  마그네슘 배터리의 

로토타입이 이스라엘 Bar-Ilan 학의 D. Aurbach 교수 연구 에 의해 개발되었다[Nature, 

vol. 407, 724 (2000)].  기술의 화석연료 의존성을 감소시키고 값싸고 환경친화 인 

체 기술을 추구한다는 에서 보고된 신기술은 매우 고무 이라 할 수 있다. 

정보화 시 에서 배터리는 이동식 기기의 심장이다. 과거의 니 -카드뮴과 니 - 속수소화

물 체한 리튬-이온 고분자 배터리가 재에는 주요 에 지 공 원이라 하겠다. 그래서 이

제는 니 과 리튬-이온 배터리를 제치고 리튬-이온 고분자 배터리가 핸드폰과 개인정보단말

기(personal digital assistants; PDAs)에 장착되고 있다.

그림 1. Nissan의 기자동차 Hypermini를 재충 하는 모습.

개인휴  정보기술의 부신 발 에도 불구하고 에 지를 량 장할 수 있는 싸고 좋은 

신기술이 등장하지 못하고 있다. 재 한 신기술이 없기에 탄화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기술을 체하는 과정이 더디다. 로, 태양에 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도 해가 문 이후 

에 지를 사용할 수 있는 장매체로 배터리가 필요하다. 기자동차의 경우도 마찬가지라 

하겠다. 흔히 사용되는 납 축 지는 렴하지만 무겁고 독성이 강하며, 니  배터리는 독성

의 카드뮴 는 귀한 희토류 물질이 사용된다. 그리고 보다 비싼 리튬 배터리는 공기에 노

출될 경우 폭발성이 내재되어 있는 등 각각 심각한 단 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 은 지구상에 려있는 염수와 물로부터 다량 얻을 수 있고 무게가 가벼운 마그

네슘을 연구 상으로 하 다. 이 물질은 환경친화 일 뿐 아니라 다루기에도 안 하다. 이

러한 이유로 여러 기화학자들이 배터리의 anode 물질로 마그네슘을 연구해 오고 있으며 

몇몇 기업들이 군수용 1차 지용으로 마그네슘 anode를 생산하고 있다. 마그네슘 anode를 

이용한 재충  배터리를 개발하는 데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합한 해질을 찾는 것이다.



모든 배터리에는 anode와 cathode, 그리고 이온 도성 해질이 필요하다. 해질은 두 

극 사이에서 이온을 통과시키며 기회로를 구성하며, 자가 외부 회로로 흘러가며 기  

일을 수행한다. 여기서 각 극을 구성하는 물질이 반 으로 해질과 하며 화학  

반응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그런데 마그네슘 anode에 함께 사용되는 해질 부분이 

anode상에 필름을 형성하여 기화학 반응을 멈추게 한다는 문제가 있다. 

그림 2. 마그네슘 배터리의 기화학  거동.

배터리가 재충 되려면 각 극에서 진행되는 기화학반응이 충 과 방 시에 가역 이어

야 한다. 방 시 마그네슘 극은 외부 회로로 자를 방출하고 발생된 마그네슘 이온이 

해질을 통과한다. 충 시에 마그네슘 이온은 음극으로 이동하여 속으로 도 되며 자를 

되찾는다. 즉, anode에서의 기화학반응은 Mg ↔ Mg2+ + 2e-이며 방 시에는 정반응이, 충

시에는 역반응이 진행된다. 마찬가지로 cathode에서는 MgyMX + zMg
2+ 

↔ Mgy+zMX + 

2e-의 반응이 발생된다. 여기서 MgyMX는 마그네슘 함유 화합물인데 핵심 문제는 마그네슘 

이온과 가역 으로 반응하며 안정된 cathode 물질을 개발하는 데에 있다. Grignard 재료와 

같은 해액이 마그네슘을 가역 으로 증착시킨다는 것이 오래 부터 알려져 왔다. 

Grignard 재료의 화학  구조는 RMgY이며 여기서 R은 알킬 그룹이고 Y는 염소 는 롬

이다. 이 재료는 강력한 자주개이므로 cathode를 환원시켜 불안정화 시킨다. 본 연구 의 

연구 성과는 cathode를 불안정화하지 않으면서 마그네슘을 증착할 수 있는 해질을 찾았다

는 데에서 높이 평가된다.

연구 은 magnesium-organohalo aluminate salt와 cyclic 는 polyether를 용매로 사용하여 

해질을 구성하 다. Ether계 용매는 리튬 시스템에 해서도 많이 연구되어 왔으며 안정

하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해질 염을 배터리에 사용하는 것은 처음이다. 연구 은 

aluminate를 사용함으로써 cathode의 안정성과 마그네슘 증착을 향상시켰다. 이 해질을 

사용하여 배터리가 2.5V의 압을 얻는 데 성공하 다. 이는 1V 정도의 압에서 열역학



으로 안정한 수용성 해질에 비해 월등한 성능을 보여 다. 압의 범 는 리튬 배터리에 

사용되는 비수용성 해질에 비해 열등하지만 비수용성 해질은 마그네슘 증착이 가역 이

지 못하다.

한편 연구 은 cathode로서 안정하게 사용될 수 있는 물질로 MgyMo3S4를 발견하 다. 이 

물질은 지 압이 1.5V일 때 마그네슘 이온을 가역 으로 받아들이고 내어놓는 성질을 지

녔다. 니  배터리는 1.2V에서, 그리고 납 축 지는 2V에서 작동하므로, 연구 이 개발한 

지는 매우 경쟁력이 있다고 단된다. 지의 수명도 괜찮으며 합한 충방  속도와 질량

당 에 지 도를 지니고 있다. 생산비용 측면에서 이 마그네슘 지는 수용성 배터리와 리

튬-이온 배터리의 간 정도로 측된다. 

어떤 신기술이든 그러하듯이, 이 배터리의 특성을 완 히 악하고 거동을 최 화하기까지 

많은 테스트가 이루어질 것이며 결국에는 상용화될 것으로 기 된다. [원문: Nature, vol. 

407, 681 2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