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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Ω], and the maximum output power from this resistance was evaluated as 0.736 . In order to calculate the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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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793년 Volta는 서로 다른 두 속 사이에 습지를 삽입한 

구조로부터 두 속 사이에 류가 흐른다는 사실을 최 로 

발견하 다. 그 후 Nicholson과 Carlisle는 볼타의 지를 이

용하여 류의 흐름이 수분으로부터 분해된 산소와 수소에 

의해서 생겨난다는 것을 밝혔다[1]. 이 사실은 기화학 역

사에 있어서 매우 요한 실험으로서 산소와 수소의 원자구

조를 이해하는데 큰 거름이 되었고 특히 화학에 지가 

기에 지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이온화된 해질이 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오래 부터 화학 지에 한 심이 집 되면서 볼타 지

를 개량한 다니엘 지 방식을 이용하여 해질로서 산(酸)

을 사용하는 지방식들에 한 구체 인 연구가 진행되었

다. Smith and Vincent는 Zn/Ag 산화 지에 해서 력

도, 에 지 장, 사이클 등 다양한 지화학의 요소들을 

설명하 다[2-3]. 이어서 Martins 등은 다니엘 지를 사용하

여 자이동에 있어서 원자의 결합구조와 결합력에 한 

향을 학습의 으로 근하 다[4]. 한 Richard K.등은 

염화나트륨 해질을 사용한 알루미늄-공기 지를 이용한 

화학 지 실험을 통하여 볼타방식의 지에 한 개념을 실

험 으로 설명하 다[5].   

이와 같이 화학 지에 한 부분의 실험들은 산을 해

질로 하는 다니엘 지나 상업용 지를 상으로 이루어졌

다. 한 생체 해질의 에서 몬즙 해질을 이용한 

[ 몬 지]에 한 보고가 있지만 아직은 에 지 도나 산

출되는 류량이 미비하기 때문에 화학에 지와 기에 지

의 변환에 한 생체 해질의 효과를 시각 으로만 보여주

는 데 머물러 있다[6]. 그동안 부분의 화학 지들은 휴

의 편리성만을 고려하여 소형화에 을 맞추어 개발되어

왔기 때문에 휴 용 자기기에 한 원으로서는 매우 고

무 이라 할 수 있지만 산업용 력으로 상용화할 수 있는 

용량의 에 지원 차원에서는 그다지 효용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    

최근에 들어서 연료 지가 화석연료의 고갈에 한 신재

생 에 지원으로서 각 받는 분야로 성장하면서 화학 지에 

한 심이 집 되어 세계 으로 재료개발, 고용량, 지효

율 향상 등에 을 맞춰서 연구개발이 매우 활발하게 진

행되고 있다[7-10]. 그러나 연료 지는 환경오염문제나 새로

운 체에 지원으로서의 친환경 인 요소를 갖추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에 지 효율을 비롯해서 수소 제조나 운송, 

장 등을 해서 소모되는 화석연료나 천연가스 등에 의한 

환경오염이나 고가의 제조비용 등에서 아직은 많은 취약

을 안고 있다.   

일반 으로 해수 에는 여러 종류의 물질이 용해되어 

있으며 이 에서 가장 많이 용해된 성분이 염화나트륨으로

서 해수 내에서 와  이온 상태로 존재하고 있고  

해수의 략 3∼3.5(Wt%)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 -이온으로 구성된 해질(Electrolytes)은 액체 상태의 

도체로서 극 사이에 류를 흐르게 하는 작용을 하기 때

문에 에 지원으로의 활용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

다. 해질은 기화학 지의 주요 구성요소 이기 때문에 

해질을 인 으로 만드는 경우 제조에 련된 에 지나 

제조비용 등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무한한 자연 

해수를 이용하는 경우 기존의 기화학 지에 비해 경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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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환경  측면에서 보다 효율성 높은 화학 지의 제조가 

가능하리라 본다. 그러기 때문에 해수를 해질로 하는 볼

타 지 방식의 기화학 지는 상용 력 생산에 한 잠재

력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연 상태로 존재하는 해수를 해질로 하

여  극에 의한 화학  반응의 고찰을 통하여 화학반

응으로 생성된 압과 류특성에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

다. 이를 하여 단락상태와 부하조건에 따른 압, 류특

성 그리고 압과 류변화에 미치는 극효과를 조사하

다. 한 실제로 지로부터 생성되는 에 지를 산출하기 

하여 커패시터를 통한 충 특성에 해서 조사하 다.

2.    수용액 내  극의 화학반응

  화학 지는 화학반응을 이용하여 화학에 지를 기에

지로 변환하는 장치로써 자를 생성하는 - 극(산화 극), 

자를 받아들이는 + 극(환원 극), 이온들을 자유롭게 움

직이게 하는 해질 용액으로 구성된다. 선으로 연결된 

서로 다른  두 속을 해질 용액 내에 놓았을 때, 외부회

로를 따라서 자가 이동하게 되므로 류가 흐르게 된다. 

자의 흐름은 선에 흐르는 류를 통해서 검출하게 되는

데 반응성이 큰 속에서 반응성이 은 속으로 자가 

이동된다. 이때 자흐름의 방향은 자를 잃게 되는 경향

성에 의존된다. 즉 자를 잃게 되는 경향성이 큰 속이 -

극성이 되고 경향성이 은 속이 +극성이 된다[11-12].  

그림 1 NaCl 해질에 의한 화학반응 

Fig. 1 Chemical reaction by the NaCl electrolyte

그림 1과 같이 이온화 경향이 큰  속은 해질 내에

서 빠르게 용해되면서 이온과 자를 생성하게 되는데 

이때 이온은 해질 내로 흡수되고 자는 회로를 통해

서 극으로 흐른다. 이 과정에서 이온화 경향이 은   

극에서는 자를 받아들이는 환원반응에 의해서 + 극이 

형성되고 이온화 경향이 큰   극에서는 자를 잃는 산

화반응에 의해서 - 극이 형성되므로 자는 외부회로의 부

하 항을 통해서 + 극 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    (1)

  수용액 내에 존재하는 는 극 의 향으로 

 와  로 분해되는데  는  이온과 같이 산화

극(anode)으로 움직이면서 하의 평형을 이루고  는 환

원 극(cathode) 극으로 이동해서 와 결합하여 수소가

스를 만든다. 

   →   (2)

                  

즉 이온화 경향이 은   극은 자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단지 자를 받아들여서 수소 이온과 자를 결

합시켜 수소기체로 환원시키는 역할만을 담당하게 된다[13].  

이와 같이 두 극에서의 산화-환원작용의 진행에 의해

서   속 의 질량은 차 감소되지만  속 의 질량

변화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와 더불어 물에 용해된 은 자발 으로  ,  

이온으로 분리되어 화학  작용이나 결합의 형성없이 음이

온인 은 산화 극(anode)쪽으로 이동하고 양이온인 

은 환원 극(cathode)쪽으로 이동하여 하의 평형을 이룬

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해질에 류가 흐르게 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서로 다른 두 극과 해질에 의한 자

발 인 화학반응에 의해서 생성된 기에 지가 외부 회로

를 통해서 류로 나타난다. 

속이온이 산화-환원반응의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가 표 극 이다. 표 극 는 자를 얻기 한 

화학  경향으로서 압의 크기로 나타내며 보통 환원 극

(cathode)과 산화 극(anode) 사이의 표 차는 지의 

개방 압에 의해서 결정된다. 표 극 는 반쪽 반응에 

의한 것으로 반쪽반응에 한 두 개의 값을 비교하면 

자 달이 자발 으로 일어날 수 있는지 는 어느 물질이 

자를 주고 어느 물질이 자를 받을 것인가를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 본 실험에서 사용된 극재료에 따른 반응물

질과 표 는 표 1과 같다. 

표 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산화 극에서는   속

이 해질과 반응하여 0.76[V]의 가 형성된다. 환원 극

에서는   속이 반응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수소이온

이 수소기체로 환원되는 반응만 일어나기 때문에 표 상태

에서 반쪽반응에 의한 표 는 0[V]가 된다[13]. 

표   1  극재료의 표

Table 1 Standard potential of electrode type 

전극종류 반응물질 표준전위

환원전극 

(Cathode)
 H  +0.00 [V]

산화전극 

(Anode)
 Zn  -0.76 [V]   

그림 1의 기화학 지는 극과 해질의 화학작용에 의

해서 발생되는 기 력과 이온이나 자의 이동과정  회로

요소에 의한 항성분(내부 항)을 갖게 되며 외부 항에 

의해서 회로에 류가 흐르게 된다. 따라서 그림 2와 같이 

지의 기 력 압 와 내부 항   , 그리고 부하 항 

이 직렬로 연결된 회로로 등가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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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기  등가회로 

Fig. 2 Electrical equivalent circuit   

3. 실험장치

본 실험에 사용된 속 극은 순도 99% 이상의 와 

의 사각 형 구조로서 크기는 가로 30cm, 세로 20cm,  

두께 0.5mm 이다. 해질로는 로서 농도 3.1[Wt%]의 

자연 해수를 사용하 다. 지구조는 아크릴재질의 수조 내

에 15mm 간격으로 속 을 향 배열한 후 해질을 주입

하는 구조로 제작하 다. 해수 농도는 Digital salt meter 

(GMK550)를 사용하여 ∼  범 에서 측정하 다. 화

학반응으로 생성된 지 에 지에 한 부하효과를 조사하

기 하여 부하 항 330Ω을 지의 출력단에 연결한 후, 

항 양단의 압과 항과 직렬로 연결시킨 류계를 통해서 

부하 류를 측정하 다. 

지의 개방 압  단자 압은 Digital voltmeter 

(DV-101A)로 측정하 고 단락 류  부하 류는 Digital 

ammeter (DA-101B)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충 압의 

변화는 Digital storage oscilloscope(DOS3062A)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그림 3에 실험장치 사진을 나타내었다.   

  

그림 3 실험장치      

Fig. 3 Experimental apparatus

4. 결과  고찰

4.1 개방 압  단락 류 

  화학 지에 한 기  회로는 지의 기 력과 내부

항이 직렬로 연결된 회로로 등가화 된다. 해질 지에 있

어서 자는 도선을 통해서 이동되지만 이온들은 해질 내

를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자에 비해 이동속도가 매우 느

리므로 이에 따른 이동시간의 지연이 기 항으로 나타나

게 된다.  

 지의 기 력은 부하가 연결되지 않은 상태의 압 즉 개

방 압으로 지 기 력을 평가할 수 있다. 그림 4에 경과

시간에 따른 개방 압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기 력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시 에 있어서의 기 력은 

약 0.61[V]가 되었으나 3분 정도까지는 어들었다가 그 이

후부터 0.51[V]정도로 일정한 값을 유지하 다.  표 1에 의

한 표 의 차는 0.00-(-0.76) = 0.76[V]로서 이 산화

되고 이온이 환원되는 반응이 자발 으로 일어나게 되면 

두 극 사이에 약 0.76[V]의 압이 기에 생성되는데 시

간이 경과되면서 감소하다가 화학작용이 안정되게 되면 거

의 일정한 값을 나타내게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실험

에서 실제로 측정된 압은 기 압이 0.61[V]로 나타났는

데 이것은 측정장치, 해질의 분극작용, 면에 의한 

항 등에 의한 압강하로 인하여 이론값 0.76[V]보다 낮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4 개방 압의 시간 의존성  

Fig. 4 Time dependence of Open circuit voltage 

  그림 5는 단락 류의 시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기

의 단락 류는 약 15[mA] 정도가 되었으나 시간이 흐를수

록 차 감소해 가면서 기울기가 어드는 양상을 나타내었

다. 단락 류를 통해서 지의 기 력 발생능력 정도를 알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단락 류의 시간  변화를 통해서 

극과 해질에 한 화학반응 과정을 악할 수 있다. 그

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기 상태에서는 화학반응이 

격하게 일어나게 되므로 하량의 변화량이 커져서 류

  가 증가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화학반응의 안

정과정이 지속되면서 하량의 변화속도가 감소되기 때문에 

류가 감소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으로 해질의 농도

변화를 측정한 결과 기의 해질 농도에 비해 오히려 

0.1[Wt%] 증가된 3.2[Wt%]로 측정되었다. 이러한 상은 

염도측정기가 도성을 이용한 측정방법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해질 내에서 기화학작용이 활성화되면서 기

도성이 약간 증가된 상에 기인된 것으로 생각되며 해질 

농도 변화에 따른 향이 아님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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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단락 류의 시간의존성 

Fig. 5 Time dependence of short electric current

4.2 단자 압  부하 류 

  양 극에 부하 항 330 을 연결한 경우, 시간에 따른 

부하 항 양단의 압변화를 그림 6에 나타내었다.   

그림 6 부하단자 압의 시간 의존성 

Fig. 6 Time dependence of load terminal voltage

  부하를 연결한 기 압은 0.4[V] 정도가 되었으나 시간 

경과에 따라 차 증가되어 30분 정도 되었을 때 0.48[V]로 

증가하는 특성을 나타내었다. 기 압과의 편차가 0.08[V]

정도로서 압변화량이 매우 미소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류흐름에 한 지내부의 안정화 과정에 따른 것으로 생각

된다. 그리고 개방 압 0.51[V]와 0.03[V]정도의 차이를 나타

낸 것은 지 내부 항에 흐르는 류에 의한 압강하효과

에 기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7은 부하 항 330 에 흐르는 류변화를 경과시

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기 류 1.22[mA]에서 10분이 

경과되었을 때 1.31[mA] 정도로 약간 증가되었으며 이 후에 

포화되어 거의 일정한 값을 유지하 다. 

이와 같은 부하 류의 시간  변화는 기화학반응의  불안

정에 기인 된 상으로 볼 수 있으며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안정 상태를 유지함으로서 류량이 일정하게 유지된 것으

로 볼 수 있다. 한 지의 내부 항과 부하 항의 합성

항에 흐르는 류로써 내부 항 만에 의한 단락 류와는 

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 7 부하 류의 시간 의존성 

Fig. 7 Time dependence of load current

    
4.3 부하 항에 따른 압과 류 

  
  그림 8은 부하 항을 1∼10으로 변화시켰을 때의 

부하단자 압( )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는 개방 압

으로서 부하를 연결하지 않은 개방상태의 압 0.51[V]이다. 

그림 8 부하 항에 따른 부하단자 압 

Fig. 8 Load terminal voltage according to load resistance

단자 압 은 부하 항이 증가됨에 따라서 지수함수 으

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부하 항 2부터 부하

압이 포화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상은 부하 항이 작은 경우 그림 9와 같이 

부하에 흐르는 류가 증가되므로 부하 항에 의한 압강

하는 거의 류크기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부하 항에 의한 

류가 매우 기 때문에 이와 더불어 단자 압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 부하 항이 큰 경우에는 부하 류가 거의 흐

르지 않기 때문에 부하단이 개방상태로 되므로 개방 압과 

같게 되는 상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9 부하 항에 따른 부하 류  

Fig. 9 Load current according to load re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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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최 력 의 산출

  그림 2의 기  등가회로에서, 지의 내부 항  와 

부하 항 이 같을 때 원측과 부하측이 임피던스 정합을 

이루어 부하측에 최 력이 송된다. 

      의 조건에서, 개방 압  와 부하단자 압 

의 계는 다음 식으로 된다.   

  


 (3)

  

따라서 그림 8에서 개방 압    가 되는 부하 항 

값은   정도가 되었다.  

  그림 10에 그림 8과 그림 9로부터 계산한 력 P=VI[W]

를 부하 항에 따라 나타내었다. 력이 항 증가에 따라

서   까지 증가되었다가 에서 정 을 이룬 다

음 다시 완만하게 감소하는 특성을 나타내었다. 이 결과는 

식 (3)으로부터 구한 최 력을 송하는 항값 과 

일치되었다. 따라서 본 실험 조건에서는 부하 항이 이 

될 때 최 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최 출력

을 얻기 해서는 부하조정을 통해서 으로 정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그림 10 부하 항에 따른 력

Fig. 10 Electric power according to load resistance

  따라서   에서의 최 출력 계산 결과는 다음과 같

다.   

      (4)

                 
4.5 극면 에 따른 단락 류 

화학 지의 효율을 증가시키기 해서는 높은 이온 도를 

갖는 해질을 사용하거나 극 차가 큰 속 극을 사

용하거나 는 극면 을 증가시키는 방법 등을 들 수 있

다. 

그림 11에   해질과 되는  극의 면 크기

에 따른 단락 류의 변화를 시간의 함수로 나타내었다. 

그림 11 극면 에 따른 단락 류 

Fig. 11 Short current according to electrode area

극면 이 증가할수록 단락 류가 면 에 비례하여 증가

하는 특성을 나타내었으며 시간에 따른 감소변화 양상은 

극면 에 계없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극 면 효과는 산화 극인  극에서는 나타나지 않았고 

환원 극인   극에서만 나타났다. 이 결과로 볼 때, 

류의 크기가 해질과 환원 극의 면  크기에 지배

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4.6 커페시터의 에 지 장

  
화학 지에 한 효율성은 궁극 으로 얼마나 많은 에

지를 생성할 수 있는 가에 달려있기 때문에 에 지 장량

에 한 평가는 매우 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커패시터

의 압변화를 추 함으로서 장되는 에 지량을 산출할 

수 있다. 

그림 12에 커패시터 용량에 따른 충 압의 시간  변화

를 나타내었다. 커패시터 용량이 증가할수록 정상태의 압 

즉 개방 압 0.51[mV]에 이르는 시간이 길어짐을 알 수 있

다. 조건에 따른 충 압의 시간  변화는 조건별로 시정

수를 계산함으로서 서로 비교할 수 있다.  

시정수 는 다음식과 같이 회로 항과 커패시터용량의 

곱으로 나타낸다. 

    (5)

한  는 정상상태의 압(최 압)의 0.632에 해당되는 

시간으로도 계산할 수 있다. 시정수가 작다는 것은 그만큼 

정상값에 도달하는 시간이 짧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

정수를 통해서 커패시터에 축 되는 정 에 지의 장 속

도를 알 수 있다.   

그림 12의 그래 를 이용하여 계산한 시정수  를 표 2에 

나타내었다. 커패시터의 용량이 증가할수록 시정수가 증가

되는 특성을 나타낸 것은 식 (5)과 같이  에서 정 용

량 C의 증가와 더불어 커패시터 내부 항이 증가했기 때문

인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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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정 용량에 따른 커패시터 압 

Fig. 12 Capacitance voltage according to Capacitance  

표 2 정 용량에 따른 시정수 

Table 2 Time constant according to capacitance

 커패시턴스    28 56 84 112

시정수  (s) 1.6 2.6 4.4 4.8

     

그리고 커패시턴스 C인 콘덴서의 압이 V일 때 커패시

터에 장된 에 지는 다음 식으로 나타낸다.  

   

 


    (6)

 

커패시터용량의 크기에 따라서 정상값에 이르는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결과 으로 최 값(정상값)인 0.51[mV]에 도

달하기 때문에 커패시터에 장되는 에 지는 정 용량에 

비례하여 증가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략 14  후, 정

용량 112[mF]인 커패시터에 장되는 에 지량이 14.6 [mJ]

로 계산되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해수 해질을 사용하는 기화학 지를 

실 하기 하여 구리 극과 아연 극에 한 극 의 

이론  산출을 기 로 하여 화학반응에 의해서 생성된 기

력과 류흐름에 한 극면 과 부하 항의 효과를 확인

하 다. 최 출력의 조건으로부터 지의 내부 항이 약 20

   정도가 됨을 확인하 고 이 조건에서의 최 출력 력

이 0.736[ ]로  평가 되었다. 커패시터에 장되는 시간

과 에 지 장량을 산출함으로서 해수 해질과 구리/아연

의 볼타 지 방식에 의한 에 지 수확가능성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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