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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마그네슘 회수에 있어서 대표적인 방법인 pidgeon process나 electrolytic 

process, pH 의 조절을 통한 Mg(OH)2 생산 공정 경우 환경파괴 및 공정 

상의 경제성 문제를 지니고 있어 새로운 방법에 대한 제시가 필요하다. 

대표적인 방법은 전기화학적 추출 방법이며, Spinel 구조와 유사한 

형태를 지닌 MgMn2O4 를 배터리 물질 및 커패시터 물질로서 주목을 

받고 있는 λ-MnO2 로 전환시킨 후 이를 수계 전해질에서 

전기화학적으로 마그네슘을 회수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Cyclic 

voltammetry, 2 전극 시스템에서의 마그네슘 회수 실험을 통해 Mg 의 

선택적 회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Mg 과 Na 의 농도가 동일 비율로 

존재할 경우 염화 마그네슘의 순도를 90% 수준으로 선택적 추출이 

가능하였으며, 해수에서 회수를 실시하였을 때 마그네슘과 소듐의 

비율이 1:9 에서 1:1 정도로 변화가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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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Mn2O4/Ag 전기화학적 추출 시스템을 활용해서 마그네슘 이온을 

일정 수준 선택적으로 추출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핵심어 : 마그네슘 산화 망간 (MgMn2O4), 전기화학적 마그네슘 회수, 

마그네슘 선택성. 

학번 : 2015-2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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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 서론.  

마그네슘은 지각에 존재하는 물질 중에서 8 번째로 많은 금속으로써, 

가볍고 빠른 반응성, 친환경적, 가연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여러 가지 음이온들과의 결합을 통해서 다양한 화합물로서 존재한다. 

특히 마그네슘 금속의 경량성 및 음이온과 결합된 화합물 형태의 

물질들이 산업 전반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사용처를 

충족하기 위해서 마그네슘을 추출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소개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마그네사이트, 돌로마이트와 같은 광물들을 고온에서 

가열하는 방법과 해수를 활용해서 염화 마그네슘의 형태로 제조한 후 

전기 분해 하는 방법은 현재 세계 각국에 가장 상용화가 많이 되어 있다. 

그 이외에도 pH 조절하여 마그네슘을 추출하는 공정 등이 있으나 현재 

나온 마그네슘 생산 공정들은 공정 상의 비용 문제 및 환경 파괴 문제에 

노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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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대체할 만한 방법으로 전기화학적 이온 회수 공정이 있다. 이 

방법의 경우 기존 공정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성 문제 및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를 위해서 마그네슘을 

선택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물질을 활용하여 전기화학적 마그네슘 회수 

공정의 개발이 필요하다. 

마그네슘을 선택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은 두 가지로 

배터리와 커패시터가 있다. 배터리의 경우 이온이 양극 물질 내에 

삽입/탈리되는 반응을 활용한다. 마그네슘 배터리는 리튬 배터리를 

대체할 수 있는 배터리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리튬 배터리 

대비 마그네슘 배터리의 경우 동일한 금속 이온이 삽입/탈리가 될 때에 

전하밀도가 높고, 구조적인 배열에 있어서 안정성을 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적합한 전해질의 부재 및 마그네슘 이온의 가수에 

의한 높은 반응성에 비롯되는 불안정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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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그네슘 배터리의 대표적인 예들로는 유기계 전해질에서 구동되는 

Mo6S8, 수계 전해질에서 구동되는 V2O5, Prussian blue, Manganese oxide 

등이 있다.  

커패시터의 경우 전하 표면 상의 단순한 이온의 이동 혹은 산화/환원 

반응을 위주로 활용하며, 높은 충방전 효율, 반영구적인 사이클 수명을 

지닌다는 장점이 커패시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중 최근에는 망간 산화물 계열 물질 중 λ-MnO2 가 수계 

전해질에서의 전기화학적 구동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λ-MnO2 는 

LiMn2O4 가 지니고 있는 Spinel 구조와 유사한 구조로 형성되어 있으며, 이 

구조 때문에 여타 양극 물질들과는 달리 이온 반경이 작은 마그네슘만을 

선택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이외에도 가격이 

저렴하며, 독성이 없다는 점이 실용화 차원에서 적합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13 

 

따라서 λ-MnO2 를 활용해서 전기화학적으로 마그네슘 회수 가능성 

여부와 다양한 양이온들이 존재하는 수계 전해질 환경, 특히 해수 

환경에서 마그네슘을 선택적으로 회수할 가능성이 있는 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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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 문헌 연구. 

2.1 마그네슘의 특성 

 마그네슘은 원소 12번의 물질이며 전자 배치는 1s22s22p63s2로 +2의 

산화수를 지니는 알칼리 토금속 물질이다. 주로 마그네사이트, 

돌로마이트, 사문암과 같은 광석 형태와 해수나 염수 에서 염화마그네슘, 

황산 마그네슘의 형태로 존재한다. 특히 해수 내에 마그네슘 이온은 

염화 이온, 나트륨 이온에 이어서 3번째로 많은 양으로 존재하고 있다.  

마그네슘 금속의 밀도는 1.75kg/cm3이며 알루미늄의 2/3 (2.70g/cm3), 

철의 1/4 수준으로 (7.86g/cm3) 현존하는 금속들 중에서 가장 가벼운 

금속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높은 전기 전도도 및 열전도도를 지니고 

있는데, 다른 금속들에 비해 물리적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알루미늄, 

아연, 지르코늄 등의 여타 금속과 섞은 합금 형태 (Mg-Al, Mg-Al-Zn)를 

활용해서 항공기의 몸체, 자동차의 부품, 핸드폰 부품 형태로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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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된다. (F.H.Froes et al. 1998, B.L. Mordike et al. 2001) 

 마그네슘은 화학적 반응성은 2가 산화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매우 

뛰어나며, 여타 알칼리 토금속과는 달리 공기 중에 노출시킬 경우 

산소와 반응하면서 산화 마그네슘 (MgO)을 형성한다. 산화 마그네슘은 

제거하기 어려운 금속의 피막 형태로 존재하게 되며 기타 화학물의 

침투를 방지한다. 또한 Standard reduction potential이 기타 금속들에 

비해서 매우 낮기 때문에 선체, 철 파이프 등의 부식 방지를 위한 희생 

음극으로서 활용된다. (S.S. Pathak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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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Magnesium-Alloy application at various fields 

 

Figure 2. Magnesium application for the sacrificial an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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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마그네슘 생산 방법 

2.2.1. Pidgeon Process 와 Electrolytic Process 

1] Pidgeon Process 

Pidgeon Process는 열적 환원 방법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이며 마그네슘 금속을 생산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 광석을 

높은 온도로 가열해서 녹인 다음 마그네슘 금속을 추출해낸다. 광석은 

주로 돌로마이트 (Mg,Ca)CO3 나 마그네사이트 (MgCO3)를 사용하며, 

마그네슘을 생산하는 일련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st : Calcination 

우선 돌로마이트랑 마그네사이트를 고온으로 가열을 해서 산화 칼슘과 

산화 마그네슘 형태로 분해시킨다. 이 때 온도는 대략 1000도 수준으로 

올리고, 열분해 과정을 거칠 때의 화학식은 다음과 같다. 



18 

 

 (Ca, Mg)𝐶𝑂3 (s)
∆
→ 𝐶𝑎𝑂, 𝑀𝑔𝑂 (𝑠) + 2𝐶𝑂2 (1) 

 

2nd : Reduction of magnesium oxide 

 열분해 과정을 거쳐 생성된 산화 마그네슘을 환원시켜 마그네슘 기체 

형태를 얻는다. 산화된 마그네슘을 환원시키기 위해 일반적으로 환원 

매체로 작용을 할 수 있는 실리콘이나 철을 사용하며 이 기체를 

상온까지 낮추어서 순도를 높인 마그네슘을 생산한다. 환원 과정을 

거치기 위해 압력 1atm 기준 온도를 1700℃까지 올린다. 

 2MgO (s) + 𝑆𝑖 (𝐹𝑒)(𝑠) ↔ 𝑆𝑖𝑂2 + 2𝑀𝑔(𝑔) (2) 

Pidgeon Process은 마그네슘 1kg당 1~2달러 정도로 뛰어난 가격 경쟁력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타 방법 대비 고온의 

열처리로 인한 에너지 효율 문제 (45~80MWh/1ton Mg) 및, CO2의 

발생으로 인한 온난화 현상을 야기 등 환경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P.G.Caceres et al. 1997, S. Ramakrishnan, P.Koltun,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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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Pidgeon process flowchart (S. Ramakrishnan et a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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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lectrolytic Process 

 전기 분해 방법은 염화 이온을 함유하고 있는 수용액을 전류를 가하여 

마그네슘과 염소 기체 상태로 분해하는 방법이다. 대체로 해수나 염수, 

광석을 녹인 형태를 많이 활용하며 순도가 높은 마그네슘을 생산하기 

위해 이 방법을 많이 사용한다.  

1st : 염수/해수 활용 순수 염화 마그네슘 생산. 

 전기 분해 방법을 활용하기 위해서 우신 염화 마그네슘의 형태로 

제조를 한다. Figure 4에서 염화 마그네슘을 생성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으며, 염화 마그네슘을 생성하는 이유는 염수에서 비롯되는 불순물들 

(나트륨, 칼륨, 칼슘 등의 양이온 및 황산염 이온 등의 음이온)을 최대한 

제거하여 마그네슘의 순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우선 돌로마이트와 

마그네사이트 광석을 분해하여 산화 마그네슘 형태를 얻은 다음 

슬래그나 석회 등을 활용하여 순수한 염화 마그네슘을 생산해낸다. 

일련의 과정을 포함한 화학식은 다음과 같다. 

 2 MgO (s ) + 𝐶 (𝑠) + 2𝐶𝑙2  → 2𝑀𝑔𝐶𝑙2(𝑠) + 𝐶𝑂2(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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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𝐶𝑙2(𝑔) + 𝐶(𝑠) +  𝐻2𝑂(𝑔) → 2𝐻𝐶𝑙(𝑔) + 𝐶𝑂(𝑔) (4) 

 MgO(s) + 2𝐻𝐶𝑙(𝑔) →  𝑀𝑔𝐶𝑙2 + 𝐻2𝑂 (𝑔) (5) 

 

이 과정에서 생산된 MgCl2는 물 함유량이 높기 때문에 전기 분해를 

시행할 시에 물 분해되면서 에너지 효율 및 염화마그네슘 발생률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dehydration 과정을 

포함시켜 물을 최대한 배제하는 과정을 포함시킨다. 

 

2nd : 염화마그네슘 전기 분해. 

 Figure 5에서는 염화마그네슘 전기 분해조를 나타내며 마그네슘 금속 

양극과 탄소 음극을 통해 염소 기체 생산 및 마그네슘 생산 과정을 

보여준다. 전기 분해 시의 화학식은 다음과 같다. 

 Anode : 2𝐶𝑙−  𝐶𝑙2  +  2𝑒− [E0 = 1.36 V (vs. NHE)] (6) 

 Cathode : 𝑀𝑔2+  + 2𝑒−  Mg [E0 = -2.36V (vs. NH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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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verall : MgCl2(s)  →  Mg (l)  +  
1

2
 𝐶𝑙2(g) [E = 3.74V] (8) 

 

Electrolysis process은 매우 순도가 높은 마그네슘을 생산하기 유리하며, 

에너지 사용량 측면에서 pidgeon process 보다 적게 소요 된다 

(18~28MWh/ 1 ton vs 45~80MWh/1ton Mg at pidgeon process). 하지만, 

여전히 황산염에 의해서 불순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pidgeon 

process에 비해서 공정 상 비용이 많이 소모되는 단점이 존재한다. 

(H.K.Abdel-aal et al. 1993, R.L. Thayer et al.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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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MgCl2 production by applying seawater/brine with MgO 

 

Figure 5. MgCl2 Electrolysis re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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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pH를 조절한 Mg(OH)2 생산 

해수 및 염수를 활용해 마그네슘을 생산할 Electrolytic process 이외에 

pH 조절을 통한 마그네슘 회수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특히 

마그네슘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환경에서 많이 사용되며, 

대표적으로 수산화 이온을 활용한 Mg(OH)2 생산 방법이 있다. pH를 

조절하여 마그네슘을 침전시킬 경우에는 탄산 이온, 황산 이온 등의 

음이온을 활용해서 침전시킬 수 있지만 칼슘 및 보론 양이온과 함께 

화학적 결합을 일으켜 침전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음이온은 피한다. 

가성 소다, 석회, 수산화 나트륨 등을 활용한 Mg(OH)2 이 형성되는 

화학식과 공정 방법은 아래와 같다. (M.Turek et al. 1995) 

 𝑀𝑔2+ + 2NaOH → Mg(𝑂𝐻)2 + 2𝑁𝑎+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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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Magnesium hydroxide production from seawater/br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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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전기화학적 추출 공정 방법 

2.3.1 마그네슘 배터리 

1] 배터리 메커니즘 및 마그네슘 배터리 특징 

 전기화학적 추출 공정 방법에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은 배터리 

시스템이 있다. 배터리 시스템은 전극 내 이온의 삽입/탈리 반응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한다. 대표적으로 리튬 배터리 시스템이 있다. 

에너지 저장 소재로서 가장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리튬 배터리는 

높은 에너지 밀도 및 속도 측면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이지만, 리튬 

자체의 희소성, 가격 문제 등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므로 리튬 배터리를 대체할 만한 배터리 개발이 주요 이슈가 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2차 이온을 활용한 배터리 중 마그네슘 배터리가 

각광을 받고 있다. 마그네슘 배터리는 대체로 마그네슘 금속을 음극재로 

활용하며, 높은 부피용량, -2.4V의 낮은 환원 전압, 자원적 풍부함,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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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의 마그네슘에 의한 큰 전기적 용량 사용 가능 등을 장점으로 

가지고 있다. 다만 마그네슘 배터리를 구동하기 위한 적합한 전해질 및 

양극 소재 개발이 리튬 배터리만큼 발달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크게 

2가지로 첫 번째는 마그네슘 이온 자체의 반응성에 의해서 전해질 및 

양극 소재 물질의 안정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상대적으로 

마그네슘의 이온 전달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마그네슘 배터리의 용량 

저하를 가져오는 현상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마그네슘 배터리 발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전해질의 경우 마그네슘 금속의 비가역적 반응에 의한 피막 형성 방지 

마그네슘 산화 방지가 핵심이며 이는 유기계 용매를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대표적인 용매로는 Mg(ClO4)2, Mg(BF4)2, 

Grignard reagents, tetrahydrofuran(THF)이나 glyme 기반으로 한 

magnesium organo-haloaluminate, 등이 존재한다. 수계 전해질을 활용할 

경우 마그네슘 금속은 물과의 반응에 의해 수소 기체가 발생해 폭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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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있으므로 음극을 탄소 전극이나 Pt 전극 등으로 대체한다. (M.S. 

Park et al. 2015) 

 두 번째로는 마그네슘 배터리 양극 소재인데, 대부분의 양극 소재는 

리튬 배터리에서 사용되는 양극 물질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리튬에 

비해 마그네슘 이온의 삽입과 탈리가 원활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존재하는데,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극 내 마그네슘 이동 통로의 

확보 및 양극 소재 원소와 마그네슘 간의 결합력, 전극 자체의 구조적 

안정성 등이 매우 중요하다. 대표적인 마그네슘 배터리 양극 소재는 

Cheverl phase 를 지닌 Mo6S8, V2O5, Prussian blue, Manganese oxide 

계열이 있다. (H.D. Yoo et al. 2013, M.M.Huie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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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마그네슘 배터리의 종류 

[1] Mo6S8 

Chevrel phase를 가지고 있는 Mo6S8은 기존의 마그네슘 배터리의 

문제들이었던 느린 마그네슘 삽입 현상, 낮은 전압 내에서의 마그네슘 

침전 등의 문제점들을 보완해내며 상용화 가능성을 밝힌 최초의 

마그네슘 배터리 양극 물질이다. 8개의 황으로 이루어진 정육면체 내에 

6개의 몰리브덴 이온이 팔면체가 존재하는 형태이며, Mo6S8 2개의 

블록이 쌓여 있는 구조 사이에 12개의 마그네슘 원자가 결합이 가능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마그네슘 이온의 삽입이 일어날 때에 2개의 

블록이 안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구조적 안정성이 매우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다.  

Mo6S8에는 2개의 마그네슘 삽입 site가 존재 하며 마그네슘 금속인 

음극, 용매가 THF/Mg(AlCl2BuEt)2 인 상태에서 cyclic voltammetry을 살필 

시 1차 마그네슘 삽입이 1.2V (vs. Mg/Mg2+)에서 발생한다. 1차 유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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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site에서 일어나며, activation barrier가 크기 때문에 마그네슘의 

자발적 이동을 막는 매우 안정된 링 형 구조로 존재한다. 2차 마그네슘 

삽입은 1V (vs. Mg/Mg2+) 에서 일어나면서 외부 site에 이온이 유입된다. 

2차 삽입 현상이 발생할 때에는 삽입 이온들 간의 반발력 때문에 

빠르게 마그네슘이 삽입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D. Arubach et 

al. 2000, E. Levi et al 2009) 

, 다만 여전히 Mo6S8을 이용해 방/충전 시 전기적 용량은 75mAh/g 

수준으로 여전히 낮은 용량값을 보이는 문제를 보이며, 또한 수계 

전해질을 활용한 마그네슘 배터리에 대한 연구는 제시된 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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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Chevrel Phase Mo6S8 crystallographic structure (M.M. Huie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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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Typical electrochemical behavior of Mo6S8 at 0.25 M 

Mg(AlCl2BuEt)2 in THF (D. Arubach et al. 2000) 

 

 

 

 

 

 

 



33 

 

[2] V2O5 

Vanadium oxide 물질 중 하나인 V2O5는 다면체 층상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층상 구조를 통해서 마그네슘의 삽입 및 탈리에 필요한 통로를 

제공한다. 구조는 바나튬 이온(V5+)이 5개의 산소 이온과 피라미드 

형태로 결합이 되어 있으며, 6번째의 산소 원자와 공유 결합된 구조로 

형성되어 있다. 용매 magnesium perchlorate[Mg(ClO4)2]를 포함한 

propylene carbonate(PC)에서 방전 용량은 최대 158.6mAh/g으로 

Mo6S8의 최대 방전 용량 (122mAh/g)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인다. 다만 

마그네슘 이동 경로가 매우 길기 때문에 삽입 속도가 느리며, 물질 

자체적으로 전기 전도도가 낮은 문제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자 결정화 크기를 조절하거나 aerogel과 같은 전도성 

물질을 첨가하는 등의 보완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Aerogel과 결합이 되어 있는 V2O5 전극 (V2O5*nH2O)은 수계 

용매에서의 활용이 가능하며, 특히 물의 함량이 V2O5의 성능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그 이유는 마그네슘 이온 전하가 수화된 형태로 V2O5 

전극 내에 이동 할 수 있으며, 이는 마그네슘 삽입 및 탈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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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다. 실제로 물이 포함된 전해질과 

물이 미포함된 전해질간의 순환전압 전류법을 적용했을 때 물이 포함된 

전해질 조건에서 마그네슘 삽입/탈리 반응이 더욱 확연하게 보임을 알 

수 있다. 이 때 삽입 전압은 대략 0.8V (vs.Mg/Mg2+)이며, 탈리 전압은 

대략 2.3V (vs. Mg/Mg2+)이다. (M.M.Huie et al. 2015, Long Yu et a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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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Crystallographic structure of crystalline V2O5 (M.M.Huie et al. 

2015) 

 

 

Figure 10. Cyclic voltammetry profile (1mV/s, 2nd cycle) 

a) V2O5 at 0.1 Mg(ClO4)2/PC, b) Mg(ClO4)2 + 1.8 M H2O/PC (Long Yu et a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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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Voltage profile of V2O5 at 0.1M Mg(ClO4)2 + 1.8M H2O/PC 

electrolyte (Long Yu et a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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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Prussian blue  

 Prussian blue의 일반적인 화학식은 AxPR(CN)6*yH2O 형태이며, open 

framework 구조를 지니고 있다. (Figure 12) 화학식 AxPR(CN)6*yH2O 에서 

A는 금속 이온이나 물을 나타내고, Pm+와 Rn+는 주로 전이 금속 

이온들을 나타낸다. Prussian blue 구조는 CDX3의 perovskite와 유사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Perovskite의 D site에 위치한 이온들과 X site에 

위치한 음이온들 간의 결합이 프레임을 형성하고 C site는 D site에 

위치한 이온들보다 큰 이온들이 자리를 차지한다. C site의 이온은 

framework 상 내부에 존재한다. Prussian blue에서 차지하고 있는 전이 

금속 이온들은 perovskite의 D site에 속하며 perovskite의 C site에 금속 

이온 혹은 물이 차지한다. 

 Prussian blue는 구조적 안정성이 매우 뛰어나며, C site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이온들을 안정적으로 삽입/탈리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1가 이온들인 리튬, 나트륨, 칼륨부터 시작해서 2가 

이온들인 마그네슘, 칼슘, 스트론튬, 바륨, 3가 이온들인 알루미늄 등 

다양한 가수 이온들을 활용한 배터리 물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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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마그네슘 배터리서의 활용의 경우 수계 전해질 Mg(NO3)2 조건에서 

마그네슘이 삽입되는 전압 범위는 대략 0.7V (vs. SHE)이며 이는 1.7V (vs. 

Mg/Mg2+) 전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Figure 14) Prussian blue을 

활용해 2000번 cycle을 돌렸을 때 일정 수준의 용량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전하효율이 99% 이상의 뛰어난 성능을 보인다. (Figure 15) 즉, Mo6S8에 비해 

매우 긴 수명을 지니고 있다는 장점을 보인다. 다만 수계 내에서 활용할 

경우 용량이 50mAh/g 수준으로 여전히 낮은 용량값이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Y. Mizuno et al. 2013, R.Y. Wang et a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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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Open framework structure of NiHCF Prussian blue (R.Y. Wang et 

al, 2013) 

 

 

 

Figure 13. Potential profile of NiHCF at MgCl2 1M upon galvanostatic cycling 

(R.Y. Wang et a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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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Cyclic voltammetry curves of Mg(NO3)2 0.1M at pH 2 (R.Y. Wang 

et al, 2013) 

 

 

 

 

 

 

Figure 15. Cyclability of NiHCF Prussian blue at Mg(NO3)2 0.1M solution 

(R.Y. Wang et a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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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Magnesium manganese oxide (MgMn2O4)의 구조 및 특

성 

망간 계열의 양극 소재 또한 배터리 물질로서 각광을 받고 있으며, α-

MnO2, β-MnO2, λ-MnO2 들이 있다. 그 중 λ-MnO2가 대표적인 예이다. λ-

MnO2 는 리튬 배터리 계열에서 매우 선호되는 배터리 물질 중에 

하나로서 수계와 유기계 용매 둘 다 사용가능하며 spinel 구조를 지니고 

있다. Spinel 구조는 이온 이외의 다른 화학물들, 가령 용매 분자와 같은 

큰 분자들이 유입하기 힘든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다른 전극 물질들에 

비해 이온이 삽입/탈리될 시 부피 변화가 적기 때문에 구조적 안정성을 

지니고 있다. 이외에도 가격이 저렴하며, 독성이 없다는 점이 실용화 

차원에서 적합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Figure 16) 

이러한 장점을 활용해서 실제 리튬 배터리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수계 

환경에서 존재하는 리튬 이온을 선택적으로 회수하는 공정이 개발된 

사례가 있다. Spinel 구조 내로 리튬 이온만 선택적으로 삽입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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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역적으로 리튬의 삽입/탈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활용해서 전기화학적 

리튬 회수 공정을 개발한 연구가 있다. (J.H Lee et al. 2013, S.N. Kim et al. 

2015) 

그런데 최근에는 λ-MnO2 가 리튬 배터리뿐 만이 아니라 마그네슘 

배터리로서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꾸준히 제시가 되고 있다. λ-MnO2 

배터리를 활용하는 방법에는 2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LiMn2O4 에서 

출발해서 리튬을 빼낸 후 마그네슘 이온으로 대체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 

경우 LiMn2O4에서 λ-MnO2를 형성시키는 방법이다. (N.N. Shinha et al. 

2008, C. Uyan et al. 2014) 두 번째로는 MgMn2O4 를 직접 합성하는 

방법이 있다. MgMn2O4 를 합성할 시 pechini 방법을 적용하며, pechini 

방법은 일종의 sol-gel 방법으로 고분자 전구체를 활용해서 물질을 

합성한다. (M. Cabello et al. 2015)  

MgMn2O4 의 경우 LiMn2O4 와 유사하지만 몇 가지 차이점을 보인다. 

또한 리튬과 망간이 결합할 때와는 달리 마그네슘과 망간이 결합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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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간 오비탈에서 distortion 되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격자구조가 cubic 

형태가 아닌 tetragonal spinel 형태가 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Jahn-Teller 

effect라고 한다. (K.S. Irani et al. 1960 / J.K. Dunitz et al. 1957) 

Jahn-Teller 현상에 의해서 MgMn2O4 은 λ-MnO2 로 가역적으로 

변환되는 지에 대한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MgMn2O4 상태에서 λ-

MnO2 형태로 변환되기 위해서는 tetrahedral 구조에 있는 Mg 이 

빠져나오면서 cubic 형태의 spinel 구조로 변환되어야 한다. 일부 

그룹에서는 다양한 화학적 처리 방법, 즉 질산과 산화제인 NO2BF4 

(nitronium tetrafluoroborate)를 활용하여 Mg 의 이온의 탈리 여부를 

확인해본 결과 MgMn2O4 내 마그네슘 탈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마그네슘 배터리로서의 활용에 적절치 않다고 제시한 바가 있다. 

(Figure 17) 

하지만 마그네슘 배터리의 거동성을 살펴본 결과 MgMn2O4 물질이 

마그네슘 이온이 가역적으로 삽입/탈리된다는 연구 결과가 제기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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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Figure 18, 19 에서는 LiMn2O4 를 활용해서 MgMn2O4 로 전환하는 

방법을 사용했는데 에서는 XRD 에서 보여지는 각 전압에 따른 결정 

구조의 변화 및 XPS 에서의 4가의 망간에서 3가의 망간으로 전환 등을 

근거로 설명을 하고 있다. Figure 20 에서는 pechini 방법을 활용하여 

MgMn2O4 를 직접 합성한 후에 전기화학적 배터리 공정을 적용한 후의 

결과들을 나타내며 XRD peak 와 FTIR spectra 를 통해서 수계에서 

배터리로서의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λ-MnO2를 활용한 선택적 리튬 회수 공정과는 달리 λ-MnO2를 활용한 

선택적 마그네슘 회수 공정은 아직 제기가 된 바가 없으며, 마그네슘 

배터리로 활용한 λ-MnO2 의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λ-MnO2 를 합성하여 마그네슘 배터리 

시스템에 적용해보고 실제로 마그네슘의 삽입과 탈리가 나타나는 지에 

대한 여부 및 λ-MnO2 를 활용하여 다양한 수계 환경에서 선택적 

마그네슘 회수 공정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보는 것이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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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 (a) Crystal structure of LiMn2O4, (b) λ-MnO2 with void spaces after 

the removal of Li+, (c) MgMn2O4 after the intercalation of Mg2+ (C. Uyan et al. 

2014) 

 

 

 

Figure 17. XRD patterns of the materials underwent chemical treatment with 

NO2BF4 (a) MgMn2O4 1000℃ calcined, (b) MgMn2O4 1000℃ after chemical 

treatment (c) Mg1.5Mn1.5O4, (d) Mg1.5Mn1.5O4 after chemical treatment (J.C. 

Knight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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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8. XRD patterns after acid treatment, galvanostatic cycling. (C.J. Kim 

et al. 2015) 

 

 

Figure 19. Mn K-edge X-ray absorption spectra of acid-treated spinel oxide 

and after reduction to -0.2V vs SCE, compared to standards. (C.J. Kim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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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0. X-ray diffraction patterns and FTIR spectra of (a) MgMn2O4 and 

(b) λ-MnO2 by acid treatment of MgMn2O4 (M. Cabello et al. 2015) 

 

 

Figure 21. Galvanostatic charge of 400℃-MgMn2O4 in aqueous battery ex situ 

XRD of the charged electrode (M. Cabello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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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 실험 방법. 

3.1. 전극 제조법 

3.1.1. Pechini 방법을 활용한 MgMn2O4 합성 방법 

MgMn2O4 을 합성하는 방법은 바로 졸겔 방법을 응용한 pechini 

method이다. Mg(NO3)*6H2O, Mn(NO3)*4H2O, 시트르산, 에틸렌 글리콜의 

몰 비율이 각각 0.5 : 1.0 : 3.0 : 9.0 로 맞추어서 용액을 만든다. 그 후 

혼합한 용액을 70 도에서 물을 증발시켜 고분자 전구체가 형성된 젤을 

만든다. 이 젤을 200 도에서 12 시간 가열한 후 상온까지 식힌다. 그 다 

막대 사발에 놓아 탄화된 젤을 갈아놓고 550 도에서 최종적으로 굽고 

상온까지 다시 식힌다. 전 과정에 걸쳐서 온도 올리는 속도와 낮추는 

속도는 1℃/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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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 Pechini method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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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3. MgMn2O4 synthesis by applying Pechini method 

(A) Gel form after 70℃, (B) Calcined sample after 200℃, (C) Synthesized 

MgMn2O4 after 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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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MgMn2O4, Ag전극 제조법  

작동 전극의 경우 롤프레스 방법으로 만들었으며, 활물질인 MgMn2O4, 

전도성 카본 (carbon black [Timcal], 바인더 (PVdF, polyvinlidene 

fluoride)는 각각 8:1:1 의 비율로 섞은 후 200um 의 두께로 제조한다. 

제조한 전극은 진공이 잡힌 오븐에 80 도에서 12 시간 말린다. 작동 

전극을 만들어 놓은 후 λ-MnO2 를 형성하기 위해 pH 1 의 질산에서 산 

처리를 1 시간 이상 한다. 반대 전극은 은 전극으로 활용했으며 은 

(5~8um), 전도성 카본, 바인더 (PTFE, polytetrafluoroethylene)를 각각 

8:1:1 의 비율로 섞어서 제조한 후 진공이 잡힌 오븐에 120 도에서 

12시간 말린다. 각 전극의 크기는 3.5cm*3c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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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합성 물질 분석법 

3.2.1. X-ray Diffraction, 주사전사현미경을 활용한 powder 

분석 

각 물질들의 결정 구조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X 선 회절 분석기를 

사용했으며, Rigaku D/Max-3C diffractometer equipped with a Cu Ka(alpha) 

radiation source (lambda = 0.15418 nm)를 사용했다. 그래서 온도별 

MgMn2O4, 산 처리하고 형성된 λ-MnO2 등의 파우더를 찍어서 결정 

구조를 알아보았다. 스캔 속도의 경우에는 1도/분이며, 범위는 10도부터 

80 도까지 측정했다. 그리고 합성한 MgMn2O4 의 입자 크기를 살펴보기 

위해 전자 주사 현미경(Scanning Electrolyte Microscope)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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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MgMn2O4의 전기화학적 특성 분석 

3.3.1. 다양한 용액을 활용한 순환 전압 전류법 (Cyclic 

Voltammetry) 

전기화학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cyclic voltammetry을 적용했다. cyclic 

voltammetry의 경우 potentiostat/ galvanostat(PARSTAT 2273, Princeton 

Applied Research)을 사용했으며, 전압의 범위는 -0.4V~1.1V 이며 용액은 

MgCl2 1M 과 50mM, NaCl 1M, KCl 1M, 그리고 CaCl2 1M 를 각각 

사용했다. MgCl2 50mM 을 활용한 이유는 해수에 존재하는 마그네슘의 

함량이 대략 50mM 수준이기 때문이다. 전극은 MgMn2O4 를 산처리를 

해서 λ-MnO2 형태로 만들었으며 이 때 스캔 속도는 5mV/s를 사용했다. 

또한 cyclability 를 확인하기 위해 cyclic voltammetry 에서 5mV/s 로 

50cycle을 구동하였다. 반응기는 ９ｍｍ cell을 사용했다. 

3.4. MgMn2O4/Ag 시스템을 활용한 마그네슘 회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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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3.4.1. 다양한 수계 전해질에서의 전기화학적 마그네슘 회수. 

2 전극 시스템을 활용한 마그네슘의 추출 실험의 경우에는 배터리 

사이클러(WBSC3000, Wona tech)를 사용하였으며, 전압 범위를 -

0.4V~1.1V 를 적용하였다. 방전 시에 활용되는 용액은 3 종류를 

준비했으며 첫 번째로는 순수한 염화 마그네슘 50mM 를 사용하여 실제 

전극 내에서 마그네슘이 삽입/탈리되는 지를 확인해보았다. 두 번째로는 

마그네슘과 나트륨 이온이 동일 비율로 들어있는 MgCl2 + NaCl 50mM 

용액을 사용하여, 동일 농도선상에서 MgMn2O4 전극의 이온 선택성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는 해수와 동일한 성분비를 활용했으며, Table 1에 

각 성분의 농도가 명시되어 있다. 실제 해수에서 마그네슘의 선택적 

회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충전 시의 용액의 경우 모두 

KCl 30mM를 썼다. 방전/충전 시의 전류밀도의 값은 각각 0.2mA/cm2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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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었으며, 방전/충전 시에 농도의 변화를 이온 크로마토그래피를 

활용해서 측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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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4. MgMn2O4/Ag system for electrochemical selective magnesium 

reco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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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ynthetic seawater composition 

Components Concentration (mg/L) Concentration (mM) 

Magnesium 1290 53.75 

Sodium 10770 468 

Potassium 399 10 

Calcium 412 10.3 

Chlorine 19354 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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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 연구 결과 및 토의 

4.1 MgMn2O4 powder의 특성 

XRD data에서 분석을 한 결과 200 ℃, 400 ℃와 550 ℃를 비교를 해보았을 때 

우리가 원하는 MgMn2O4 의 형태의 경우에는 550 ℃에서 형성이 되는 것을 

확인이 가능하다. 200 ℃로 1 차적인 열처리를 한 시료의 경우 결정화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시료를 400 ℃와 550 ℃에서 열처리할 경우 결정화가 

진행이 되었다. 400 ℃의 경우에는 Mg6MnO8 이 형성되는 것으로 보이며, 

550 ℃의 경우 MgMn2O4 가 형성되는 것을 확인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400 ℃에서 MgMn2O4 가 형성이 되고, 550 ℃에 비해서 성능이 뛰어났다는 

결과와는 확연히 다른 결과를 불렀는데, 이 원인은 열처리할 시의 온도 상승 

속도 값에 의해서 결정화 과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550 ℃에서 형성된 MgMn2O4 를 산 처리했을 경우에 cubic 형태를 지닌 λ-

MnO2 가 나오는 것이 확인 가능하다. 산 처리를 할 시에 MgMn2O4 에서 λ-

MnO2로 전환 될 때의 화학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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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g𝑀𝑛2𝑂4 −>  λ − Mn𝑂2 +  MgO +  MnO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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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5. XRD data for various temperature of samples & λ-MnO2 after acid 

treatment of MgMn2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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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으로 MgMn2O4를 확인해본 결과 입자의 크기는 대략 50~100nm 

수준이었으며, 전반적으로 전극 물질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이 

가능하다. 보통 전극 물질들의 경우 입자 크기가 대략 500nm 수준임을 

감안할 시 pechini 방법을 활용해 합성한 MgMn2O4의 경우 입자 크기가 

작기 때문에 전자 전달 속도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장점을 지님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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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6. SEM for particles of MgMn2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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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Cyclic voltammetry을 활용한 MgMn2O4의 이온 선

택 경향성. 

Cyclic voltammetry 실험 결과 MgCl2 용액 내에서 reversible process가 peak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며, 1M, 50mM 농도에서 모두 확인되었다. 

Cathodic peak 는 MgCl2 50mM 의 경우 대략 0.6V~0.8V 에서 나타나며, MgCl2 

1M 의 경우 0.8V~1.0V 에서 나타난다. 반면 Anodic peak 의 경우에는 두 용액 

모두 -0.2V~0V 에서 나타나는 것이 확인 가능하다.  즉 Mg 의 추출을 위해서 

방전을 할 시 2개의 전자를 필요로 하며 전자 에너지를 더 많은 양을 요구하기 

때문에 potential이 음의 값까지 떨어뜨려야 한다. 

CaCl2, KCl, NaCl 1M에서의 실험한 결과 MgCl2 1M 및 MgCl2 50mM에 비해서 

peak 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λ-MnO2 이 가지고 있는 spinel 격자 구조의 크기 때문이다. λ-MnO2 격자 

크기는 마그네슘 이온(145pm)만 들어갈 정도의 크기로만 구성이 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양이온들 중 대부분은 마그네슘 이온만 들어가는 것이 가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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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트륨, 칼륨, 칼슘 대한 선택성은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MgMn2O4 는 Mg 에 대한 선택성이 뛰어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MgMn2O4의 Mg 의 선택적 추출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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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7. Cyclic Voltammetry of λ-MnO2 at various solutions 

(MgCl2 1M, MgCl2 50mM, NaCl 1M, KCl 1M, CaCl2 1M, 5m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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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MgMn2O4/Ag 시스템을 이용한 선택적 마그네슘 

회수 결과 

4.3.1. MgCl2 용액에서의 회수 가능성 및 cycliability 

MgCl2 50mM에서의 방/충전 후의 마그네슘 이온의 농도 변화 및 XRD 

data 의 결과에 대한 확인한 결과, MgMn2O4 전극 내의 마그네슘 

회수/추출 현상이 완전한 가역적 반응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방전 

시에 전극으로 회수되는 마그네슘 농도는 대략 10mM 수준인 데에 반해 

충전 시 전극 서 추출되는 마그네슘의 양은 회수량 대비 30% 수준인 

3mM 추출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MgMn2O4에서 일어나는 Mg 관련 

반응은 완전히 가역적이지 않다는 점을 의미한다. 하지만 cycle 을 

지속하면 할수록 축적이 되면서 일정 수준 정도의 Mg 의 추출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4번째 방/충전 시의 XRD data에서 충/방전 시에는 

거의 peak transition 이 보이지 않았으며, 이는 λ-MnO2 에서의 구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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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가 미미함을 의미한다. 이는 양극 물질 내의 삽입/탈리 반응보다는 

표면 상의 전기적 흡착 또는 패러데이 산화/환원 반응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충전 시의 마그네슘 농도가 상대적으로 적게 측정되는 첫 번째 이유는 

전극 표면에서의 비활성화 때문이다. 실제로 사이클 횟수를 늘릴수록 

기존의 연구에서 제시된 결과와는 달리 용량 값이 증가하는 것이 

확인되는데, 이는 전극 표면 상의 원자들이 비활성화인 상태에서 전해질 

내에 존재하는 마그네슘과의 반응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pH 변화에 따른 마그네슘 이온의 변화 때문이다. 

양극인 MgMn2O4 에서 방전 반응이 일어나면서 물 분해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데, 물 분해 반응은 곧 수산화 이온의 형성을 일으킨다. 그래서 

마그네슘 이온과 수산화 이온 간의 반응을 통해 Mg(OH)2 을 형성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일 Mg(OH)2가 형성이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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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극 표면 상에서 침전물이 형성이 되어야 하지만, 실제로 전극 표면 

상에서 침전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첫 번째 원인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시스템을 여러 차례 사이클을 운전한 후에 활용하면 좀 

더 마그네슘 회수/추출의 효율 향상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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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8. Galvanostatic cycling at MgCl2 50mM solution applying 0.2mA/cm2 

& XRD peak position after 4th cycle 

 

 

 

 

 

 

Figure 29. Magnesium ion concentration change after galvanostatic 

discharge/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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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CV 와 2 전극 system 을 활용해서 cyclability 를 확인해본 결과 

공통적으로 초반에 capacity 가 증가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2 전극 시스템에서 cyclability 를 확인해보았을 때에 대략 20cycle 이후 

cycle 을 운전할 때마다 0.5%~1%씩 감소하여 100cycle 이후 cycle 내 

최대용량 대비 55% 급감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의 연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사이클의 횟수가 증가하면 할수록 용량 저하 현상이 

뚜렷하게 발생함을 확인 가능하지만, 초반의 용량 증가 현상은 아직 

제시 된 바는 없다. 용량 저하 현상의 원인은 방/충전 시 MgMn2O4 

내의 망간이 유출 및 완전한 충/방전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른 용량 

손실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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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0. Cyclability test at cyclic voltammetry system under MgCl2 50mM 

solution, scan rate 5mV/s 

  

 

Figure 31. Cyclability test at Galvanostatic cyling system under MgCl2 50mM 

solution, applying 0.2mA/cm2 cur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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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동일한 Mg/Na 이온 농도의 용액에서의 회수 

Cyclic Voltammetry 에서 MgMn2O4 가 마그네슘에 대한 선택성을 가지고 있는 

점을 보여주었다면, 실제로 전기화학적 회수 공정을 적용하여 이온 농도값의 

변화를 통해 마그네슘에 대한 선택성을 확인해보았다. 첫 번째로는 마그네슘과 

나트륨이 동일한 비율로 있는 용액을 선택하였는데 칼륨, 칼슘의 경우에는 

마그네슘이나 나트륨에 비해서 이온 입자의 크기가 크며 추후 해수에서의 

마그네슘 이온 회수 실험을 진행할 시 나트륨 이온의 농도가 가장 높아 

마그네슘 거동성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어 칼슘과 칼륨은 

제외했다.  (이온 반경 크기 : Na = 116pm, Mg = 86pm, K = 152pm, Ca = 114pm) 

MgCl2 와 NaCl 50mM 함유된 용액에서 전기화학적 회수를 진행해본 결과 

MgMn2O4 전극이 나트륨 대비 마그네슘에 대한 선택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방전 공정의 경우 초반에는 Na의 영향이 압도적인 영향을 보이는데 

이는 전극 자체의 비활성화로 인해 마그네슘과의 반응이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그네슘의 회수가 확연하게 보이는 두 번째 cycle에서부터는 

방전 시 -0.2V~0V 내에서 plateau 가 형성이 되며 이는 마그네슘이 추출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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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 4번의 cycle을 돌린 후 방전 시에 마그네슘의 회수량은 대략 12.6mM 

수준이었으며, 충전 시에 KCl 용액 내에 축적되는 마그네슘 이온 농도 값은 

8.3mM 에 도달한다. 특히 충전 용액에서의 나트륨 대비 마그네슘의 순도가 90% 

이상 수준으로 보여 MgMn2O4 를 활용한 마그네슘의 선택적 추출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소량의 Na 가 나오는 것은 일부 격자 구조 내에 유입하거나 혹은 전극 표면 

상에서 묻어 있는 양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실험을 통해 만일 Mg 대비 

Na 의 농도가 높은 염수에서 1 차 회수 공정을 수행한 후 회수 용액을 증발, 

농축시켜 Mg 과 Na 의 비율을 1:1 수준으로 맞출 수 있다면, 2 차 회수 공정을 

적용해 Mg을 선택적으로 회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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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 Galvanostatic cycling at MgCl2 + NaCl 50mM solution applying 

0.2mA/c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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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3. Sodium/Magnesium ion concentration change after galvanostatic 

discharge process 

 

 

Figure 34. Sodium/Magnesium ion concentration change after galvanostatic 

charge process 

 



76 

 

4.3.3 Synthetic Seawater에서의 회수 

 

Mg과 Na가 동일한 농도비로 존재한 상태에서 회수 공정을 진행할 시 Mg이 

4 배 이상 선택적으로 회수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면, 실제 해수와 같이 Na 의 

농도가 높은 염수를 타켓으로 하여 마그네슘 회수 공정을 적용해서 마그네슘의 

선택적 회수 가능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바닷물의 실제 이온 

농도와 유사한 용액을 제조하여 마그네슘이 선택적으로 회수가 가능한 지에 대

해 확인해보았다.  

가정된 해수 용액의 Mg 농도는 대략 50mM 인데 반해 Na 농도는 대략 

470mM 로 Mg 대비 9 배 이상 농도가 높다. 이 용액을 활용해 방전 공정을 진

행할 시 4번째 사이클 기준 Na감소량이 90mM 로 20mM만큼 줄은Mg보다 4

배 이상 많다. 이는 Na의 농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Mg 이 전극 표

면 내에 접근하기 어려운 점이 작용하고, 또한 Na가 전극 표면 상에 상당량 흡

착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Mg의 삽입이 어렵게 된다.  

하지만 충전 시의 이온들의 농도 변화를 살피면 4번째 사이클 기준 Mg의 탈

리량이 Na의 탈착량 및 탈리량을 앞지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KCl 회수 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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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전극 내에서 탈리되는 Mg 의 양은 대략 10mM 이며, 이는 앞서 50mM 수

준의 Na 와 Mg 용액과 유사한 수치를 보이는 것을 확인 가능하다. Na 농도는 

대략 7mM 수준으로, Na와 Mg 농도 비율을 대략 1:1비율로 맞출 수 있게 된다. 

즉 Na 의 농도가 높은 용액에서도 Mg 을 일정 수준 선택적으로 회수가 가능하

다고 할 수 있다. 또한 KCl 회수 용액 상에서 보여지는 Na 와 Mg 의 농도 비율

은 대략 1:1 인데, 만일 회수 용액을 증발/농축을 시켜 농도를 50mM 수준의 용

액으로 제조를 하여 2차적으로 회수를 진행하면 Mg을 선택적으로 회수가 가능

하다고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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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5. Galvanostatic cycling at synthetic seawater solution applying 

0.2mA/c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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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6. Various cations concentration change after galvanostatic discharge 

process 

 

 

Figure 37. Various cations concentration change after galvanostatic charge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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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 결론 

우선 MgMn2O4 의 물질 분석을 해보았을 때 550 도에서 적합한 형태로 

합성할 수 있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적절한 산 처리 방법을 통해 원하는 λ-

MnO2 를 획득할 수 있었다. 마그네슘 이온만 존재하는 용액에서 마그네슘 

회수/추출 공정을 진행할 시 마그네슘 이온과 전극 간에 완전한 가역적 반응이 

일어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MgMn2O4 물질 상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삽입/탈리 반응보다는 전기적 흡착/탈착 혹은 패러데이 산화/환원 

반응이 주요 반응으로 확인되었다. 

마그네슘과 나트륨이 동일한 비율로 들어 있는 수계 환경에서는 마그네슘의 

추출량이 나트륨에 비해 훨씬 앞섰으며, 이 결과를 적용해 실제 해수에서도 

적용해본 결과 MgMn2O4 전극은 마그네슘 이온을 선택적으로 회수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몇 가지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는 capacity 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일부 배터리 물질 내에서 비가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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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들이 전기화학적 반응에 관여하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 

비가역적 반응과 연관성이 있는 지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를 통해 밝혀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cyclability 를 통해 재사용성을 확인해 본 결과 capacity 가 확연하게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는 점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전이 금속의 

doping 을 통해 Mn 의 dissolution 을 방지함으로써 cyclability 를 개선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pH 의 변화에 따른 Mg(OH)2 형성의 영향이 없는 지 확인해야 

하므로, 전해질 용액에 buffer 를 넣어 pH 를 일정한 값으로 고정한 후 

전기화학적 마그네슘 회수 공정을 시행하여, 마그네슘 회수/추출 현상을 살펴야 

한다. 그러면서 buffer 가 첨가되지 않은 전해질 상태에서의 마그네슘 회수/추출 

실험과 비교하여 실제로 전극 내 삽입/탈리 현상이 일어나는 지의 여부를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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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necessary to propose a new method for magnesium production for substitutin

g pidgeon process, electrolytic process, and pH control process. These typical meth

ods cause environmental problem and inefficiency. So MgMn2O4, one of the materi

als of magnesium battery series was applied for the electrochemical recovery meth

od. Cyclic voltammetry, X-ray diffraction method, 2-

electrode system were applied to make sure that MgMn2O4 is appropriate for magn

esium recovery. When magnesium and sodium are in the same ratio, magnesium ca

n be extracted more than four times more than sodium, and the ratio of magnesium 

to sodium can be varied from 1: 9 to 1: 1 when recovered from seawater. In other w

ords, Mg can be selectively extracted at a certain level by utilizing MgMn2O4/Ag el

ectrode system. 

Keywords : Magnesium manganese oxide (MgMn2O4), Electrochemical magnes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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