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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환경 친화적인 마그네슘-공기 전지는 이론적 방전용량이 매우 높은 1차전지로 알려진 금속-공기 전지이며 대기 
중 산소를 양극 활물질로 사용하고 마그네슘 합금을 연료로 사용하는 관점에서 금속-연료전지로도 불리고 있다. 음극으
로 사용하는 마그네슘합금의 성능에 따라 전지 전체 성능이 결정되므로 고성능 전지로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음극 재료
인 마그네슘 합금 전극의 성능에 대한 연구와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상용화된 마그네슘 합금(AZ31, AZ61)을
선택하여 마그네슘-공기 전지용 전극재료로서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전기화학적인 측정을 실시하고 방전 특성을
조사하였다. 개방회로전위 변화, Tafel 곡선 변화, 순환전류전압곡선 측정을 통해 마그네슘합금들의 전기화학적 특성을
조사하였고 정전류 방전 실험을 통해 AZ61 합금의 우수한 방전 용량(1410mAhg-1)과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주제어 : 에너지환경융합, 마그네슘-공기 전지, 마그네슘합금 전극, 금속-공기 전지, 공기전지, 개방회로전위

Abstract  Eco-friendly magnesium-air battery is a kind of metal-air battery known as a primary battery 
with a very high theoretical discharge capacity. This battery is also called a metal-fuel cell from the 
viewpoint of using oxygen in the atmosphere as a cathode active material and magnesium alloy as a 
fuel. Since battery performance is determined by the properties of the magnesium alloy used as a 
anode, mor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the magnesium alloy electrode as a anode material are 
required in order to commercialize it as a high-performance battery. In this study, the commercialized 
magnesium alloys(AZ31, AZ61) were selected and then electrochemical measurements and discharge 
test were conducted. Electrochemical properties of magnesium alloys were investigated by OCP 
changes, Tafel parameters and CV measurement, and the feasibilities of AZ61 alloy with excellent 
discharge capacity(1410mAhg-1) as electrode materials were evaluated through CC discharge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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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마그네슘-공기 전지는 금속-공기 전지의 대표적인 차
세대 전지이며 금속을 연료로 사용하는 금속-연료전지로
도 불리며 에너지 장치로 가능성에 대한 연구 성과들이 
보고되면서 고성능 전지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1-4]. 
마그네슘-공기 전지는 음극인 마그네슘합금의 전기화학
적인 산화반응으로 발생하는 전자가 공기 중 산소의 환
원반응이 일어나는 공기극(양극)에서 소모되는 전지이다. 
마그네슘-공기 전지의 이론적 전압은 3.1 V이며 비에너
지밀도는 6815 kWkg-1로 상용화된 아연-공기 전지의 
이론전압 1.65 V, 비에너지밀도 1363 kWkg-1으로 보다 
우수한 에너지공급 장치로 기대됨을 알 수 있다[5-7]. 양
극 활물질인 산소는 대기 중에서 지속적으로 공급되지만 
방전용량, 용해속도, 부반응 등 마그네슘합금의 전기화
학적인 특성이 전지의 성능에 결정적인 요소이다[8]. 리
튬이온전지 등 기존의 전지보다 우수한 에너지 공급 매
체가 되는 고성능 전지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마그네슘합
금을 고성능 전극으로 개발하는 많은 연구들이 필요하다.

다음 식은 마그네슘-공기 전지의 전기화학 반응식을 
나타낸다.

Anode  :  2Mg              → 2Mg+ + 4e-  (1)

Cathode : O2 + 2H2O + 4e-   → 2OH-        (2)

Overall  : 2Mg + O2 + 2H2O  → 2Mg(OH)2   (3)

마그네슘 합금은 비중 대비 강도가 매우 우수한 금속
으로 절삭성과 치수 안정성이 좋아 제품으로 가공하는 
경우 생산성이나 장기 보관 등에 유리하다. 구조용이나 
부품용 재료로서 마그네슘합금은 쉽게 산화되는 내식성
이 불리한 재료라는 단점 때문에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점이 전기
화학적 산화반응을 이용하여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용
도로서는 오히려 유리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마그네슘 
합금이 빠르게 산화하는 용해성은 대용량, 고출력 방전
이 가능한 전지로서 기존 전지들의 한계를 넘어설 수가 
있다. 또한 니켈-카드뮴 전지나 니켈-수소 전지의 전해
액은 고농도의 알칼리성 KOH 용액을 전해액으로 사용
하지만 마그네슘-공기 전지는 염화나트륨이나 염화칼슘 
같은 저농도 중성 전해액을 사용하면서도 고성능 전지가 
가능하므로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유해성 물질을 사용하

는 전지들보다 장점을 갖고 있어 다양한 분야에 융합이 
가능하다[8-10]. 마그네슘은 이론 방전용량이 2205 
mAhg-1로 아연(820 mAhg-1)보다 3배정도 높고 지각에 
2.5%를 차지하는 금속으로 자원이 풍부하고 국내 양질
의 돌로마이트 광산이 세계 2위 매장량으로 전지재료로 
본격적 양산이 시작되면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장점을 갖는 매력적인 전지 재료이다.

본 연구는 전지용 전극재료 개발을 목적으로 상용품 
마그네슘합금의 전기화학적 성능을 평가하였다. 사용된 
AZ31 합금과 AZ61 합금은 주식회사 한신기업으로부터 
공급받아 사용하였고 별도의 열처리나 표면처리 공정을 
거치지 않고 재단하여 전극으로 사용하였다. 두 합금의 
성분 차이점은 Ca을 포함한 AZ31 합금과 기계적 가공
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는 Ca을 포함하지 않은 
AZ61 합금이다. 향후 전극으로 사용되는 경우 가공성이 
우수한 합금이 전극 양산에 유리하므로 전기화학적 성능을 
조사하여 실제 전지용 재료로서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2. 실험 방법 

마그네슘합금은 AZ31 합금과 AZ61 합금을 사용하였
고 각 합금의 조성은 아래 Table 1에 나타내었다. 알루
미늄과 아연이 마그네슘의 강도와 경도를 증가시키는 것
으로 알려진 두 합금을 선택하였고 칼슘의 첨가에 따른 
전극 성능을 비교하였다. AZ61 합금도 비교적 강도가 
우수한 합금으로 알루미늄을 대체하는 재료로 주로 사용
하지만 칼슘이 포함된 AZ31의 기계적 강도가 높고 가공
성도 우수하므로 전극을 압출 성형하기에 유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칼슘 성분이 가공 우수성 이외에도 전극의 성
능에 미치는 영향을 전기화학적 평가를 실시하여 비교하
였다.

Comp.
Alloys

Comp.
Alloys

AZ31 AZ61 AZ31 AZ61

Mg 96.2 93.17 Mn 0.3 0.17

Al 2.5 6 Ni 0.005 0.005

Ca 0.04 - Si 0.1 0.1

Cu 0.05 0.05 Zn 0.8 0.5

Fe 0.005 0.005

Table 1. Compositions of magnesium alloys for 
Magnesium-air battery electr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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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OCP curves of AZ31 and AZ61 magnesium 
alloys in 3% NaCl solution.

음극(anode)으로 사용되는 마그네슘합금 전극의 전
기화학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 개방회로전위(Open-circuit 
potential)를 측정했다[11-12]. 개방회로전위는 합금전
극과 공기극을 교환하면서 측정이 가능한 구조의 유리로 
제작한 3극실 셀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개방회로전위 
측정은 전류나 전위를 인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극의 
전위를 조사하는 높은 임피던스 환경에서 전위를 측정하
는 방법이다. 개방회로전위는 이론상 전극의 기전력을 
가장 근접한 값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주로 전극의 초기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후 반복적
인 전극 사용 후 전극 표면에 변화가 나타나거나 전해질
의 특성 변화를 개방회로전위의 변화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개방회로전위는 PC를 이용하여 전기화학 시스템
을 제어하는 전류전위차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개방회로전위의 변화를 조사하기 위해 3시간 이상 변
화를 측정하였다. 상대전극은 백금(Pt)전극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상대전극은 전해액과 반응성이 없고 비교적 
전위창이 넓은 전극 전위를 나타내는 재료로 만들어진 
전극을 선택하였다. 기준전극은 은염화은(Ag/AgCl) 전
극을 사용하여 전위 변화를 측정하였다.

마그네슘 합금 전극의 방전은 자발적인 반응으로 금속
이 산화되면서 생성되는 전류를 이용하는 원리이다. 금
속의 산화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분극 곡선을 측정하였
고 측정 결과로부터 금속의 용해(부식)가 시작되는 분극
전위(Ei=0), 부식 저항(Rp), 부식 전류(icor) 등의 변수를 얻
을 수 있다[13-15]. 이와 같이 용해에 대한 변수들은 마
그네슘 합금이 전극으로 사용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전해질로 사용되는 염화나트륨 전해액의 고농
도에서는 빠른 산화 반응 속도로 측정이 어려울 수 있으
므로 3% NaCl 전해액으로 사용하였고 공기극을 상대전
극으로도 사용했다.

전극과 전해액 사이의 전기화학적 산화환원 반응을 규
명하여 전극의 성능을 조사할 수 있고 애노드와 캐소드
에 대한 성능이 조합되면 전지의 성능을 평가 할 수 있
다. 이러한 전극의 산화환원 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마
그네슘 합금 전극의 순환전압전류 측정을 실시하였다. 
각 전극으로 사용되는 재료들의 전기화학적인 성질에 따
라 전위의 범위, 주사속도 등을 변화시키면서 평가하였
다. 마그네슘합금 전극을 작업전극으로 공기극을 상대전
극으로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공기극은 공기와 접촉하는 
부분을 외부로 노출한 구조로 제작한 셀에서 측정하였
다. 전해액은 염화나트륨 수용액을 사용하여 비교 검토
하였다. 회로의 구성은 개방회로전위 측정과 동일한 시

스템으로 구성되었다. 
마그네슘 합금의 전극의 실제 전지에 적용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 정전류 방전 시험을 실시하여 방전용량과 
작동 전압 등을 평가하였다.

3. 실험결과 

3% NaCl 전해액 내에서 마그네슘 합금의 전기화학적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 개방회로전위를 측정한 전위변화
를 Fig. 1에 나타내었다. 마그네슘 합금 AZ31과 AZ61
의 3시간 동안 개방회로전위 변화를 측정한 결과 합금 
AZ61의 전위변화는 안정적인 전위에 도달하기까지 합금 
AZ31 전극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평
탄 전위도 –1.5 V로 합금 AZ3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두 합금의 개방회로전위는 전해액에 잠긴 후 일정 시
간이 경과 후에 전위가 안정화되는 유사한 경향을 나타
내고 있지만 약 0.16 V 전위 차이가 측정 초기부터 측정
이 종료되기까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시간 정도 측정이 진행된 후 일정한 전위 기울기가 나타
나며 전위가 상승하는 것으로 보아 합금 전극이 전해액
에서 산화가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후 일정한 기
울기로 전위가 변화하는 것은 합금이 전해액에서 일정 
속도로 표면에서부터 산화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며 약 
0.8V의 전위차는 합금의 성분 원소 Ca이 첨가에 따라 
나타난 결과이다. 실험에서 사용한 두 합금 모두 NaCl 
전해액에서 지속적으로 산화가 진행되므로 마그네슘-공
기 전지의 전극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이 확인되었다. 

마그네슘 합금 전극의 산화환원 특성을 조사하기 위한 
순환전류전압 곡선을 3% NaCl 전해액에서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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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yclic voltammograms of AZ61 magnesium 
alloys in 3% NaCl solution.

마그네슘합금의 전기화학적 반응은 상대전극으로 백금전
극과 공기극을 사용하여 비교 하였다. Fig. 2는 3% NaCl 
전해액에서 측정한 순환전류전압 곡선 결과로 넓은 전위 
범위에서 전극의 히스테리시스가 나타나면서 2mA 정도의 
많은 산화환원 전류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극과 
전해액의 반응 이외에 부가적인 산화 환원 반응은 관찰되
지 않아 마그네슘합금의 산화에 의한 전류만이 발생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상대전극으로 공기극(Mg-Air)이나 백금
전극(Mg-Pt)이나 거의 동일한 순환전류전압 곡선이 나타
나는 것으로 보아 마그네슘-공기 전지에서도 안정적으로 
합금의 산화전류만이 발생할 것을 알 수 있었다.

마그네슘 합금의 산화(부식)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 분
극 곡선(Polarization curve)을 측정하였다. 마그네슘합
금 전극의 상대전극에 따른 차이점을 조사하기 위해 백
금전극과 공기전극을 상대전극으로 사용하여 비교 평가
하였다. Fig. 3은 3% NaCl 전해액에서 마그네슘합금 전
극 분극 곡선을 측정한 결과이며 이 곡선으로부터 얻어
진 부식전위, 부식 저항, 부식전류 결과를 Table 2.에 나
타내었다. AZ31 합금의 부식 전위가 AZ61 합금 보다 
낮은 전위에서 측정되었고 300 mV 정도의 매우 큰 부식
전위의 차이가 나타났다. 부식 저항 역시 AZ61 합금에
서 큰 값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식 전류의 측
정 결과 3% NaCl 전해액에서 공기극을 사용한 경우 
221 mA/cm로 매우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공기극에
서 환원반응으로 발생한 수산화이온의 영향으로 부식전
위가 높아졌지만 부식속도가매우 빠르게 진행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분극 곡선의 측정으로부터 공기극을 사
용하는 마그네슘 전극 합금들이 염화나트륨 전해액에서 
자발적으로 부식이 진행되어 전극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
을 알 수 있다. 

Fig. 3. Polarization curves of magnesium alloys 
(AZ31, AZ61) in 3% NaCl solution with 
different counter electrodes((a) air 
electrode, (b) Pt electrode).

Parameter AZ31 AZ61

Ei=0
(mV)

Mg-Air -1538.4 -1282.1

Mg-Pt 1580.8 -1361.2

Rp
(kÙcm)

Mg-Air 0.3750 0.8339

Mg-Pt 0.6983 0.4112

icorr
(mA/cm)

Mg-Air 18.6 222.1

Mg-Pt 39.4 53.6

Table 2. Polarization parameters of AZ31 and AZ61 
magnesium alloys in 3% NaCl solution.

마그네슘 합금의 전극 방전 성능을 조사하기 위하여 2
극식 셀을 구성하여 마그네슘-공기 전지를 제작하였고 
정전류(100mAg-1) 방전 실험을 실시하여 전지에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Fig. 4는 AZ31 합금과 AZ61 합
금을 사용하여 정전류 방전을 실시한 결과를 나타내었
다. AZ31 합금의 방전 곡선은 전위의 안정적인 구간이 
나타나지 않고 방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일정한 기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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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Discharge curves of AZ31 and AZ61 
magnesium alloy electrodes in 3% NaCl 
solution at constant current.

Fig. 5. Images of AZ31 and AZ61 magnesium 
alloy electrodes during electrochemical 
discharge test.

로 전위의 감소가 나타났다. AZ31 합금의 용해과정 중
에 일정한 속도로 합금의 용해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
에 이과 같은 결과가 얻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AZ61 합금 전극의 방전 곡선은 전형적인 전위 안정 영
역이 방전이 완료되기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
었다. AZ61 합금이 일정한 방향과 속도로 용해가 진행
되는 것을 설명하는 방전곡선이 나타난 것이다. AZ31 
합금 전극의 방전용량은 1280mAhg-1의 방전용량이 나
타나 대용량 전극을 가능한 것을 확인되었고 AZ61 합금 
전극은 AZ31 합금 전극보다 더 높은 1410mAhg-1의 방
전용량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Ca을 첨가하
지 않은 AZ61 합금 전극이 대용량 방전을 실현하는 고
성능 마그네슘-공기 전지용 전극으로 적합한 것으로 판
단되었다.

마그네슘 합금의 방전 시험에서 나타나는 결과를 조사
하기 위해 방전 후 두 합금 전극의  상태를 사진으로 
Fig. 5에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방전 중 전극에서 떨어진 
파편이 AZ31 합금 전극을 방전 시험한 전지에서 회수하
여 사진에 나타내었다. AZ61 합금은 방전 중 완전 용해
되어 전극에서 분리된 합금 파편 잔류물들이 전해액에 
존재하지 않았다. 이들 결과로 보터 3% NaCl 전해액에
서 Ca을 첨가하지 않은 AZ61 합금은 표면으로부터 벌
크로 균일한 용해가 진행하여 Fig. 5와 같은 이상적인 방
전 곡선을 나타내는 것을 설명할 수 있었다. 한편 미량의 
Ca을 포함한 AZ31 합금 전극은 3% NaCl 전해액에서 
용해 반응이 불균일하게 진행되어 용해되지 않고 합금이 
분리되어 파편으로 분리되는 과정에서 Fig. 4에 나타난 
불안정한 방전 곡선과 AZ61 합금보다 적은 방전용량을 
나타낸 것으로 설명되었다. 이 결과로부터 AZ31 합금 

전극보다 AZ61 합금이 마그네슘-공기 전지용 전극재로 
적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4. 결론

대용량 방전이 가능한 마그네슘-공기 전지의 음극 재
료인 마그네슘 합금을 개발하기 위해 상용품 AZ31 합금
과 AZ61 합금의 전극 성능을 조사하였다.

1) 마그네슘 합금 전극의 방전용량이 AZ31 합금전극 
1280 mAhg-1, AZ61 합금전극 1410mAhg-1으로 
기존의 아연-공기 전지 등과 비교해 매우 높은 가
능성을 갖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2) 개방회로전위와 분극곡선을 조사하여 AZ61 합금
전극보다 AZ31 합금 전극의 높은 방전 전압이 예
측되었고 전극의 부식 전위도 낮은 것으로 측정되
었다. 

3) 순환전류전압 곡선 측정을 통해 AZ61 합금전극과 
AZ31 합금 전극 모두 부가적인 산화반응이 없이 
합금의 산화전류로만 방전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하
였다.

4) 정전류 방전 시험으로 AZ31 합금 전극이 불균일한 
산화반응에 의한 방전이 진행되는 것이 관찰되었고 
AZ61 합금 전극은 균일한 산화반응이 진행되는 것
을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들로부터 가공성 향상을 위해 마그네슘 합
금에 Ca을 첨가한 AZ31 합금이 전극 생산에 유리할 수 
있으나 전극 성능은 AZ61 합금이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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