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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환경과 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기술혁신으로 멤브레인이 미래의 핵심소재로서 주

목을 받고 있다. 멤브레인 소재의 전체 시장규모는 1997년 12억 달러에서 2007년

에 33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11%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프리도니아(Freedonia 

Group) 보고서에 의하면 2017년의 멤브레인 시장은 전체 규모가 76억 달러로 2007

년 대비 연평균 9%의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세부 시장별로는 비중이 다소 

줄긴 했지만 수처리 분야가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에너지 발

전분야의 대표격인 연료전지 시장의 높은 성장이 예상된다.

특히 연료전지는 화석연료의 고갈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서 미래자동차 시장과 가정용 발전시장의 중심을 이룰 것으로 전망되며, 연

료전지에서 가장 핵심부품인 고분자 멤브레인의 개발을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적용

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연료전지의 실용화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 

되었으나, 지속적인 기술 혁신으로 2015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약 6,000 만대 이상

의 연료전지를 장착한 무공해 자동차가 판매될 것으로 전망된다[1]. 또한 대규모 발

전 설비 보다는 연료 전지를 이용하여 전력과 열을 동시에 공급하는 소형 복합 발

전이 비용 절감 차원에서 각광 받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캘리포니아 수소 인프라 구축 계획 발표, 미국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DOE) 주관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시범운행 사업 실시 등 연료전지 자동차의 개발 

및 상용화가 추진되고 있다. 또한 일본의 경우 가정용 연료전지의 2008년 누적 보

급량은 3천 3백여 대에 불과하나, 2012년까지 10 만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신에너지산업기술 종합개발기구(New Energy and Industrial Technology 

Development Organization, NEDO)에 의한 PEFC(Polymer Electrolyte Fuel Cell)개발 

프로젝트, 2018년 건물용 연료전지 실증화 사업 및 상용화 추진 등 건물용 연료전

지의 상용화가 추진되고 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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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정부도 ‘그린 에너지 산업 발전전략’에 따라 2020년까지 가정용 수소

연료전지 10 만대를 보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현재 선진국 대비 기

술 수준 70-80%, 기술 격차 2~4년 정도 뒤처지고 있으나 현대자동차, 삼성 SDI, LG

화학, 포스코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소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정부에

서도 신재생 에너지 기술개발 사업과 세계 시장 선점 10대 소재기술 개발사업

(World Premier Materials, WPM) 등을 통해 연료전지 멤브레인 소재 개발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연료전지는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에너지 변환장치로써 20세기 

이후 폭발적인 인구 증가 및 화석 연료의 고갈로 인한 대체 에너지 개발의 필요성

이 대두되면서 활발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연료전지는 기존 내연기관에 비해서 효

율이 높으며 수분이 주부산물로 생성되므로 공해문제가 전혀 없는 고효율 · 고밀도

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전기화학 장치이다. 또한 메탄올, 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 

등 다양한 연료를 개질하여 수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기 

쉬우며 모듈화를 통한 설치가 간편하며 연소 반응이 없어 대기오염 방지에도 기여

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에너지이다[1-3]. 

연료전지는 사용하는 전해질에 따라 인산형(Phosphoric Acid Fuel Cell, PAFC), 

용융탄산염(Molten Carbonate Fuel Cell, MCFC), 고체산화물형(Solid Oxide Fuel 

Cell, SOFC), 고분자 전해질형(Polymer Electrolyte Membrane Fuel Cell, PEMFC) 등 

크게 네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현 시점에서 PEMFC가 다양한 온도에서 운전

이 가능하며 출력 밀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적용 분야가 다양하다는 점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다. PEMFC 용 멤브레인으로는 듀폰(Dupont) 또는 고어(Gore)사 

등의 불소계 고분자 멤브레인들이 대표 격이지만, 탄화수소계(비불소계) 고분자가 

가격적 이점으로 인해  본격적으로 적용될 것이다. 연료전지 시장은 이제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어 제품 개발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PEMFC는 연료극(anode), 공기극(cathode) 및 전해질, 그리고 반응 기체 공급을 

위한 주변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1). 연료극에서 유입된 수소 기체는 백금 촉

매에 의해 산화되어 수소이온(proton)과 전자로 분리되고, 수소이온은 전해질을 통

해 공기극으로 전달된 후 공기극에서 환원된 산소 이온과 결합하여 물이 생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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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전자는 외부 회로를 통해 연료극에서 공기극으로 이동하면서 전류가 흐르게 

된다.

그림 1. 연료전지의 구성 요소

PEMFC를 상온⦁가습조건에서 운전하는 것보다 고온에서 운전하게 될 경우, 다

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최근에는 100 ℃ 이상의 온도에서 운전하는 연

구에 많은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4-8]: 

➀ 전극에서의 반응 속도 향상으로 인한 효율이 향상된다. 기존 PEMFC는 느

린 산소 환원 속도로 인한 전체 시스템의 반응 속도 저하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고온에서 운전될 경우 산소 환원 속도 뿐 만 아니라 수소 산화 속

도가 증가되어 고출력 발전이 된다. 

➁ 수소 연료 내의 일산화탄소에 대한 내성이 향상된다. 80 ℃에서 운전 시 

일산화탄소에 대한 내성이 10-20 ppm인데 반해 130 ℃에서는 1,000 ppm

까지 내성이 향상되어 덜 정제된 수소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그림 2). 이는 따로 수소 정제 과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전체 시스템

의 원가 절감 및 부피 절감이 가능하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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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온도 및 CO 농도에 따른 I-V Curve[9]

➂ 시스템 설계가 단순해진다. 100 ℃ 이상에서 작동하게 되면 수증기만의 단

일상이 존재하므로 시스템이 간단해지며, 별도의 냉각 시스템이 필요 없기 

때문에 전체 시스템의 단순화,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➃ 제조 비용의 대폭 절감이 가능하다. 고온 운전시 촉매 반응 속도가 증가되

어 백금 촉매 사용량을 줄이거나 비백금계 촉매의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전체 시스템의 소형화, 경량화로 인하여 제조 비용이 절감된다. 

미국 DOE에서는 자동차용 연료전지에서 120 ℃까지의 작동 온도가 필요하고 열

병합발전이 필요한 거치용 연료전지에서는 120 ℃ 이상의 작동온도가 필요하다고 

규정하였다(표 1). 특히 자동차의 경우 연료전지 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하여 고온용 

PEMFC의 개발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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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자동차용 PEMFC 용 멤브레인의 기술적 목표[10]

Membrane Property Unit 2006 2010 2015

Cost $/m2 25 20 20

Durability hr 2000 5000 5000

Proton conductivity S/cm 0.10 0.10 0.10

Operating temperature ℃ ≤ 80 ≤ 120 ≤ 120

Inlet water vapor pressure kPa 50 ≤ 1.5 ≤ 1.5

그러나 현재 핵심소재 기술 수준은 고온용 PEMFC의 상용화에 요구되는 수준에 

많이 미달한 상태이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비싼 백금 촉매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

운 전극촉매의 개발과, 저가습 또는 무가습 조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내구성과 장

기 안정성 및 전도도가 우수한 새로운 멤브레인 소재의 개발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

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현재 연구되고 있는 상온 PEMFC 용으로 개발되고 있는 

불소계 및 탄화수소계 고분자 멤브레인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 또한 고온용 

PEMFC의 멤브레인(전해질막)의 개발 동향 및 최신 기술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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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멤브레인 연구 개발 동향

1. 불소계(Perfluorosulfonic acid, PFSA) 멤브레인   

   현재 PEMFC 용 고분자 전해질로 요구되는 성질을 대부분 만족시켜 가장 일

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고분자 전해질막은 perfluorosulfonic acid(PFSA) 계열 전해

질막이다. Dupont(Nafion®), Dow Chemical(XUS®), Asahi Chemical(Aciplex®), Asahi 

Glass(Flemion®) 등에 의해 상품화된 과불화 술폰산계 고분자막이 PEMFC 전해질막

으로 가장 널리 쓰이고 있다(그림 3, 표 2). 이런 PFSA 막은 polytetrafluoroethylene 

(PTFE) 사슬 말단에 술폰기가 달려 수소 이온을 교환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특

히 가장 많이 사용되는 Dupont 사의 Nafion®은 상온에서 높은 수소이온 전도성을 

가지고 있으며(0.1 S/cm) 물리적, 화학적 안정성이 우수하다는 장점으로 인하여 상

업화에 가장 근접한 막으로 인식되고 있다[1-4]. 

그림 3. PFSA 막의 구조

표 2. 제조사별 상업적 PFSA 막[4]

Structure Parameter Trade Name Equivalent
Weight

Thickness
(㎛)

m= 1; x= 5 ~ 13.5;
n= 2; y= 1

Nafion 120
Nafion 117
Nafion 115
Nafion 112

1200
1100
1100
1100

260
175
125
80

m= 0, 1; n= 1 ~ 5
Flemion-T
Flemion-S
Flemion-R

1000
1000
1000

120
80
50

m= 0; n= 2 ~ 5;
x= 1.5 ~ 14

Aciplex-S 1000-1200 25-100

m= 0; n= 2;
x= 3.6 ~ 10

Dow 800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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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탄화수소계(Hydrocarbon, HC) 멤브레인 

   Nafion®을 대체할 수 있는 저가의 새로운 고분자 전해질 막 개발을 위해 탄

화수소계 고분자 주쇄에 술폰산기가 도입된 구조를 가지는 술폰화 탄화수소계 고분

자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술폰화 탄화수소계 고분자를 이용한 연구

는 고분자의 화학구조에 따라 poly(ether sulfone), poly(ether ketone), polyimide, 

poly(phenylene sulfide)계 등 특수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고분자들을 중심으로 이루

어지고 있다(그림 5). 술폰화 탄화수소계 고분자는 상업적 대량생산 가능성이 높고, 

단량체의 선택이 넓기 때문에 다양한 화학구조의 조절이 가능하다. 또한 연료전지

의 작동환경에서 열 안정성 및 산화 안정성이 매우 높고, 불소계 고분자에 비해 수

소, 메탄올과 같은 연료의 투과율이 낮으며 가격도 훨씬 저렴하다. 또한 탄화수소계 

고분자막은 PFSA 막과 달리 친수성과 소수성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아 상대 습도 

영향이 적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그림 4)[11]. 

그림 4. Nafion과 sulfonated poly(ether ketone)(sPEK)의 미세상 구조 비교[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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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대표적인 탄화수소계 고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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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온용 멤브레인

   앞에서 언급한 PFSA계 및 HC계 멤브레인은 상온용 PEMFC에 적용되어 일부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저가습 또는 무가습 상태의 고온용 PEMFC에 적용할 경우 

수소이온 전도도가 급감한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는 술폰기를 갖는 멤브레인의 경우 함수율과 수소이온 전도도가 매우 밀접

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100 ℃ 이상에서 운전시 물이 증발하기 때문에 전

해질막 내의 수분이 증발하게 되고, 수소이온의 해리와 이동을 도와줄 물이 없기 

때문에 수소이온 전도도가 급감하게 되고 연료전지의 성능 또한 급감하게 된다(그

림 6)[12]. 따라서 고온용 PEMFC를 위한 고분자 전해질막은 수분이 부족한 상태에

서도 수소이온 전도도를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되고 있다. 

그림 6. Nafion®의 온도별 polarization curve[12]

   100 ℃ 이상의 저가습⦁고온 상태에서 작동하는 고온용 PEMFC 용 고분자 전

해질막에 대한 연구는 크게 네 가지 방향으로 분류된다:

➀ 유·무기 복합화

➁ 강화막 개발

➂ 산·염기 고분자 개발 

➃ 고내열성 대체 고분자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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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유․무기 복합화

      기존 전해질막은 고온 운전시 수분 증발로 인하여 수소이온 전도도가 저

하된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분 증발을 억제하거나 

고온에서 수소이온 전도성을 가지는 무기 입자와 복합화하는 형태의 유․무기 복합

막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1) 흡습성 무기 입자와의 복합화

        전해질막의 고온 운전을 위해서 silica와 같은 흡습성 산화물과 전해질막

을 복합화시킨다. 주로 silica, tetraethyl orthosilicate(TEOS) 등의 물질을 사용하며, 

흡습성 산화물을 전해질 내에 형성시켜 막 자체의 수분 보존 능력을 향상시켜 고온 

이온 전도성을 향상시킨다. Silica 산화물 표면에 물이 흡착되어 공기극에서 생성된 

물의 역확산이 향상되고 전기 삼투 드래그(electro-osmotic drag)에 의한 물의 공기

극으로의 이동이 감소되어 자가 가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막 내의 수분 보존 능력이 

향상된다. 고온 운전시 흡습성 입자의 수분 보전 능력 때문에 수분 증발이 억제되

어 고온에서의 성능 저하를 막아준다. Nafion®은 60 ℃에서 수증기에 의한 가습 시 

흡습 능력은 17 wt%이었으나 7 nm 크기의 실리카 3 wt%를 함유한 막에서는 43 

wt%까지 흡습 능력이 향상된다는 보고가 있다[8, 13]. 

       하지만 장기적으로 물의 증발을 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장기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과 흡습성 입자의 양이 많아질수록 이온 전도 채널 내의 수소이

온의 이동을 막게 되어 수소이온 전도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2) 고체 무기 수소이온 전도체와의 복합화

        Zirconium phosphate(ZrP), cesium phosphate(CsP), CsHSO4 등 자체적

으로 고온 수소이온 전도성이 있는 고체 무기 입자를 PFSA 막 내에 분산시켜 고온

에서 수소이온 전도성을 구현하는 형태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표 3). 이런 

유-무기 복합막은 ➀ 고분자 내 친수성 무기 성분을 균일하게 분산시켜 막의 자기 

가습을 향상시키고, ➁ 고 전류 밀도에서 flooding 현상을 막을 수 있으며 ➂ 전기 

삼투에 의한 물 드래그(water drag)를 감소시켜 연료극 측 막의 건조를 막으며 ➃ 
연료의 크로스오버를 억제하고 수소이온 전도도의 희생 없이 전해질막의 기계적 강

도를 올리고 ➄ 수소이온 전도체가 복합막의 수소이온 전도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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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표 3. 고체 수소이온 전도체 종류 및 수소이온 전도도[1] 

Proton Conductor Conductivity(S/cm) Ea(eV)

Three-dimensional structure

H2Sb4O11 ․ 3H2O 2X10-3 0.42

HSbO3 ․ 2H2O 3X10-3 0.20

Tin-mordenite 10-2

Layered structure

H2Ti4O9 ․ 1.2H2O 10-4

HUO2AsO4 ․ 4H2O 5X10-3 0.27

HUO2PO4 ․ 4H2O 5X10-3 0.35

H3Sb3P2O14 ․ 10H20 4X10-3 0.33

HSbP2O8 ․ 10H20 10-2

α-Zr(HPO4)2 ․ nH2O 10-4 0.3

γ-Zr(PO4)(H2PO4) ․ 2H2O 3X10-4 0.24

α-Zr sulfophenylphosphonate 1.6X10-2 0.20

γ-Zr sulfophenylphosphonate 1X10-2 0.21

Hydrated oxides

SnO2 ․ 2H2O 4X10-4 0.20

Sb2O55.4 ․ H20 7.5X10-3 0.16

Heterpolyacids

H4SiW12O40 ․ 28H2O 2X10-2 0.4

H3PW12O40 ․ 29H2O 8X10-2 0.15~0.25

       대표적인 고체 무기 전도체는 ZrP이다. α와 γ의 두가지 형태의 층상 구

조를 이루며 300 ℃까지 우수한 수소이온 전도도를 나타낸다. 또한 silica, alumina 

등과 복합화하거나 -COOH, -SO3H 등의 수소이온을 생성할 수 있는 작용기를 도입

하여 수소이온 전도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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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sP는 실온에서 단사 결정 구조를 가지나 140 ℃ 이상에서 정방정계로 

상변화를 일으켜 이온 전도성이 급증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CsHSO4는 

여러 번의 상전이를 통해 140 ℃이상에서 약 10-2 S/cm의 이온 전도도를 보인다

[15]. 

그림 7. 고체 수소이온 전도체의 이온 전도도

3) 비수성 저휘발성 용매와 복합화

        고체 형태가 아닌 액체 형태 복합화되는 물질로 H3PW12O4O·nH2O(PTA), 

H4SiW12O4O·nH2O(SiWA), 이온성 액체, 이미다졸 등이 있다. 이 물질은 수소이온 전

도가 가능한 작용기를 가지고 있으며 전해질막 내에 함침되어 수소이온 전도를 도

와주는 형태이다. PTA는 고온에서 0.17 S/cm의 우수한 수소이온 전도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미다졸, 벤지 이미다졸은 아민기로 치환된 이종 원자 고리 화합물 형태로 

존재하여 수소이온 전도를 도와준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함침된 용매가 새어나와 

성능이 점차적으로 떨어진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1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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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무기 복합막

        다양한 형태의 유․무기 복합막은 친수성 첨가제인 무기 입자의 도입으로 

막 내의 물의 화학 준위를 저하시켜 수소이온 전도의 추가 통로를 생성한다. 또한 

막 내의 물의 수소결합 사이트를 제공하여 막의 수화를 증가시켜 물의 전달 및 증

발이 감소된다. Nafion®/ZrP 복합막은 130 ℃, 3기압의 PEMFC에 적용되어 0.45 V

에서 1,000 mA/cm2의 성능을 보여 기존 Nafion®의 250 mA/cm2를 뛰어넘는 성과

를 올렸다고 보고되고 있다[4]. 대표적인 Nafion 복합막과 탄화수소계 복합막의 연

료전지 성능을 표 4, 5에 나타내었다.

 

표 4. Nafion 복합막의 성능[4, 7]

Membranes
Testing conditions 
(Tanode/Tcell/Tcathode, 

pressure, Gas condition)

Performance
(V, mA/cm2)

Nafion 112
90/100/90, ambient, H2/Air
90/120/90, ambient, H2/Air

0.69, 400
0.58, 400

Nafion/SiO2 
130/130/130, 3 bar, H2/O2

130/140/130, 3 bar, H2/O2

0.4, 1000
0.4, 400

Nafion/SiO2/PWA
Nafion/SiO2

Nafion/WO3

Nafion/TiO2

100/110/100, 1.4 bar, H2/O2

0.4, 540
0.4, 320
0.4, 300
0.4. 185

Nafion/ZrP
130/120/130, 3 bar, H2/O2

130/130/130, 3 bar, H2/O2

130/140/130, 3 bar, H2/O2

0.6, 610
0.6, 530
0.6, 200

Nafion/PTA 90/120/90. 1 bar, H2/Air 0.6, 120

Naion/Mordenite
90/110/90, atmospheric, H2/O2

90/120/90, atmospheric, H2/O2

90/130/90, atmospheric, H2/O2

0.6, 280
0.6, 110
0.6, 80

Nafion/ZrO2/SO4
2- 110/120/110, 3 bar, H2/O2 0.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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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탄화수소계 고분자 복합막의 성능[4, 7]

Polymer Inorganic Component Properties

sPEEK ZrP 0.09 S/cm(100 ℃, 100% RH)

sPEEK BPO4 0.05 S/cm(160 ℃, fully hydrated)

sPEEK SiO2 0.04 S/cm(100 ℃, 100% RH)

sPSF PWA 0.15 S/cm(130 ℃, 100% RH)

PBI ZrP+H3PO4 0.09 S/cm(200 ℃, 5% RH)

PBI PWA/SiWA+H3PO4 0.04 S/cm(200 ℃, 5% RH)

PBI SiWA+SiO2 0.002 S/cm(160 ℃, 100% RH)

PVDF CsHSO4 0.01 S/cm(150 ℃, 80% RH)

PEO Tungsten acid 0.01 S/cm(120 ℃, 100% RH)

나. 강화막

      기존의 전해질막의 고온에서의 낮은 성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 

전해질막의 구조를 제어하여 고온 성능을 구현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강화막 연구는 크게 두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① 가교(crosslinkin)을 통한 강화막  

       ② 강화 복합막 

      고온에서 수소이온 전도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분이 증발되어도 수소이

온 전달이 원활하도록 수소이온 전달 거리가 짧도록 술폰화도가 높아야 된다. 하지

만 술폰화도가 높으면 팽윤이 증가되어 기계적 강도가 떨어지고 친수성 정도가 증

가되어 물에 녹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가교

(crosslinking)을 통해 기계적 강도를 강화시키는 방법이 있다(그림 8). 고분자 단량

체를 가교화시켜 후 술폰기를 도입하는 pre-crosslinking 방식과, 술폰화된 고분자를 

가교화하여 기계적 강도를 보완하는 post-crosslinking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Pre-crosslinking 방식은 가교화 정도를 조절하기 쉽고 작용기를 일정한 간격으로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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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할 수 있다. 반면에 Post-crosslinking 방식은 쉽게 가교화가 가능하며 기계적 강

도 보완 정도가 크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18-20].

그림 8. 탄화수소계 고분자의 crosslinking(sPEEK)[20]

      또한 측쇄 길이를 조절하여 이온 채널의 크기를 조절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온 채널의 크기를 3 ~ 5 nm 정도로 조절하게 되면 고온에서 수분의 증발을 억

제할 수 있다. 또한 친수성 산화물 또는 고체 수소이온 전도체를 도입할 경우 삽입 

물질의 크기에 맞도록 이온 채널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

기존 전해질막은 두께가 25 ㎛ 내로 얇게 되면 내부 저항을 낮추고 재료비가 절

감되지만 고온 운전시 팽윤되어 기계적 강도가 저하된다는 문제가 있다. 고분자의 

구조 제어를 통해 전해질막의 두께를 얇게 만들고 기계적 강도를 유지시키기 위하

여 다공성 PTFE 막에 고분자를 함침시켜 막을 강화시켜 고온에서 기계적 강도의 저

하 문제를 해결하는 강화복합막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Gore사는 불소계 수

지를 다공성 테플론(Gore-TEX)으로 보강한 강화복합막을 PEMFC 용으로 특화하여 

현재 상용화시킨 상태이며, 최근에는 18 ㎛ 두께의 전해질막 개발에 성공했다는 보

고가 있다[4]. 또한 최근에는 전기방사를 이용한 강화막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고 있

으며 두께는 10 ㎛ 내외까지 조절한 복합막을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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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산·염기 고분자

      에테르, 알코을, 아민 등의 기능기를 갖는 염기성 고분자는 인산 등의 강

산과 반응하여 수소 결합을 만든다. 강산은 Grotthuss mechanism을 통해 인산의 

self-dissociation 과정으로 이온을 직접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수분이 없는 상태에

서도 효과적으로 수소이온을 전달할 수 있다. 또한 염기성 고분자는 수소 결합이나 

수소화를 통해 산의 해리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산성 고분자의 성능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산·염기 고분자에 대한 연구는 크게 강산을 도핑시킨 형태의 산 도핑

막과 산성 고분자와 염기성 고분자를 블랜드시킨 산·염기 고분자 블랜드막 형태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1) 산 도핑막

       고온용 PEMFC 전해질막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막이자 가장 우수한 성능

을 나타내는 막으로, BASF(구 PEMEAS)에 의해 고온용으로 가장 먼저 상용화되었다. 

Poly(benzimidazole)(PBI), poly(imidazole)(PI) 등 염기성 고분자에 인산이나 황산 등

의 강산을 도핑한 형태의 막이다(그림 9). 

그림 9. (a) PBI, (b) AB-PBI의 화학 구조식

       대표적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산 도핑 막은 PBI로, 무정형 열가소성 고분

자로서 열적, 화학적 안정성과 높은 유리전이온도(Tg =~450 ℃) 및 낮은 연료 투과

성을 가지고 있다. PBI는 인산을 도핑한 형태로 사용한다. PBI는 상온에서 10-7 

S/cm의 낮은 수소이온 전도도를 가지고 있지만 산과 착체를 형성할 수 있다는 장

점을 가지고 있으며, 착체를 이룬 산이 다원자가를 지난 oxo acid일 경우(예: 인산) 

수소 이온이 Grotthus mechanism에 의해 이동을 하게 된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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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otthus mechanism은 hopping mechanism이라고도 하며, 고분자 말단

의 물질이 acid/base 형태로 존재할 수 있을 때(H3O
+/H2O, NH4

+/NH3, H2O/OH-, 

OH-/O2
-) 특정자리에 고정되어 있고 수소결합(H3O

+-H2O, NH4
+-NH3)을 통해 proton

이 점프를 하면서 이동하게 된다. 이어서 중성분자(H2O, NH3)가 재배열되면서 

proton이 이동한 곳을 채우게 된다. 즉, 그 acid/base를 징검다리 삼아서, 수소이온

이 직접 이동하는 방식으로 전도한다. 막이 형성된 이온 cluster를 microscopic하게 

모델링을 해보면, 각 각의 사슬들이 제한된 운동범위 내에서 dynamic하게 움직이

며, 사슬 말단의 술폰기들이 접촉 및 떨어짐을 반복한다. 이 과정을 통해서, 마치 

hopping이 일어나는 것과 유사하게 수소이온이 이동하게 된다.

그림 10. Grotthus mechanism의 원리

       Grotthus mechanism을 통해 전도되게 되면 self-dissociation을 통해 이

온이 전되기 때문에 수소이온 전도를 위한 수분이 필요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고

온에서 작동시 수분이 필요 없기 때문에 고온용 고분자 전해질막으로 적합하다.

       최근 인산 도핑 막으로 많이 쓰이는 막은 PBI와 2,5-benzimidazole 

(ABPBI)이다. 이 인산 도핑 막은 160 ℃에서 0.13 S/cm의 우수한 수소이온 전도성

을 보이며 고온용 전해질막으로 각광 받고 있다[22]. 특히 독일의 BASF사에서는 

Celtec®-P1000이란 상품명의 MEA를 출시하여 160 ℃에서 14,000 시간 내구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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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하였다[23]. Celtec®-P1000의 전지 성능을 그림 11에 나타내었다.

 

그림 11. Celtec®-P1000의 온도별 polarization curve[23]

       그러나 실제 운전시 도핑된 산이 새어나와 전지의 성능이 지속적으로 감

소하게 되고, 새어나온 산이 분리판을 비롯한 주변 금속 소재를 부식시킨다는 단점

이 있다. 표 6에 산 도핑막의 연료전지 성능을 나타내었다.

표 6. 산 도핑막의 연료전지 성능[4, 7]

Membranes
Testing conditions 

(Tcell, pressure, Gas condition)
Performance
(V, mA/cm2)

PBI/H3PO4

190, atmospheric, H2/O2

170, atmospheric, H2/O2

150, atmospheric, H2/O2

100, atmospheric, H2/O2

0.6, 630
0.6, 430
0.6, 300
0.6, 160

PBI/ABPBI/H3PO4
150, atmospheric, H2/O2

150, atmospheric, H2/Air
0.54, 250
0.41, 250

PBI/sPSF/H3PO4
170, atmospheric, H2/O2

130, atmospheric, H2/O2

0.6, 350
0.6,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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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염기 고분자 블랜드막

       산성 고분자와 염기성 고분자를 이온 가교시킨 형태의 산-염기 블렌드막

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산성 고분자로 sPSf, sPEEK 등 술폰화된 형태의 탄

화수소계 고분자를 사용하며, 염기성 고분자로는 PBI, ABPBI, poly(4-vinylpyridine) 

(P4VP) 등이 사용되고 있다. 산-염기 블랜드막은 염기성 고분자가 수소 결합이나 수

소화를 통해 산의 해리를 증가시켜 산성 고분자의 이온 전도에 도움을 주는 원리이

다. sPEEK/P4VP의 복합막은 110 ℃, 1.5 기압에서 0.05 S/cm의 이온 전도도를 구현

하였다. 또한 산-염기 블랜드막에 인산을 첨가하여 고온에서의 수소이온 전도를 극

대화시키는 형태의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24, 25]. 

라. 대체 고분자

 

      PFSA 막은 고온용 PEMFC 적용을 위하여 다른 물질과의 복합화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 복합화를 통해 고온 성능이 향상된다는 장점은 가지고 있지만 

PFSA 막의 기본적인 성능을 바꾸지 못하며 비싼 가격 문제로 상용화에 한계를 가

지고 있다. 또한 탄화수소계 고분자는 저가이며 열 안정성이 뛰어나지만 술폰화의 

한계와 낮은 고온 성능으로 인하여 고온 적용을 위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따

라서 고온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가지도록 고분자의 구조를 직접 설계하여 필요한 

성능을 구현하는 형태의 새로운 (대체)고분자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고온에서 사용하기 위한 고분자의 필요 성능은 다음과 같다.

- 높은 화학적, 열적 안정성, 우수한 기계적 강도

- 우수한 고온 수소이온 전도도

- 낮은 물 드래그

- 저렴한 원가

1) 실록산계 고분자막

       기본적으로 우수한 열 안정성을 가지는 고분자막으로써 O-Si-O의 화학결

합을 갖는 폴리실록산 고분자막이다. 보통 졸-겔법에 의해 저온의 유기 또는 수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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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망상 구조가 형성되므로 이온 전도성을 위한 작용기가 실리카 매트릭스에 화

학적으로 결합시킬 수 있다. 실록산계 고분자막은 우수한 화학적, 열적 안정성을 가

지고 있으며 구조 제어가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26, 27].

2) 부분 불소계 고분자막

       PFSA 막의 고가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불소로 

치환된 고분자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불소로 치환된 고분자는 우

수한 열적, 화학적 안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온용 고분자막으로 적합하다. 또

한 부분적으로 불소로 치환할 경우 PFSA 막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전해질막을 생

산할 수 있기 때문에 상용화에 더 근접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Ballard사에

서 제조된 BAM3G 막은 우수한 고온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부분 불소계 고분자막으로 대표적으로 쓰이는 물질은 poly(tetrafluoro 

ethylene-hexafluoro propylene)(FEP)이다. FEP는 스티렌기가 그래프트되고 아릴기가 

술폰화되어 수소이온 전도성을 구현한 형태이다. 이 전해질막은 80 ℃에서 5,000 

시간 이상 운전이 가능하다고 보고되었다[28]. 

       또한 poly(vinylidene fluoride)(PVDF) 역시 우수한 기계적 강도와 화학적 

안정성으로 인하여 술폰화된 폴리스티렌(PS)과의 복합막 형태로 사용되었다고 보고

되고 있으며, 최근 미국의 Arkema사에서 집중 연구되고 있다[4, 8]. 

       부분 불소계 고분자막은 우수한 화학적, 열적 안정성을 가지고있지만 술

폰산기의 미세상 분리와 응집 현상의 제어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PFSA 막에 비해 

다소 낮은 수소이온 전도도를 나타낸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29]. 

3) 폴리포스파젠(poly(phosphazene), PP)계 고분자막

       Poly(phosphazene)계 고분자 역시 우수한 화학적, 열적 안정성으로 인하

여 고온용 전해질막으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측쇄에 기능기를 쉽게 합성할 수 있

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응용 가능성이 풍부한 고분자로 알려져있다. PP 

막은 일반적으로 사용할 경우 76 ℃ 이상이 되면 분해된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고온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교화된 PP 막을 사용하게 된다. 가교된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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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은 173 ℃ 이상에서도 기계적 강도가 유지된다고 보고되고 있다[30]. 대표적인 PP

계 막을 그림 12에 나타내었다.

그림 12. Sulfonated poly[bis(3-methylphenoxy)phosphazene)]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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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지금까지 고온용 PEMFC 적용을 위한 고분자 전해질막 개발 현황에 관해 간략

히 살펴보았다. PEMFC는 미래 지향적인 무공해 에너지원으로 상업화가 임박해 있

으며, 특히 개질된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연료전지 자동차 적용을 위한 고온용 

PEMFC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 

 1990년대 이후 PEMFC에 관한 연구 개발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독점적으로 사

용되어온 PEMFC 용 전해질막인 Nafion®은 원재료의 비용 문제 및 고온에서의 수

분 증발로 인한 수소이온 전도도 감소 문제로 인하여 고온용 PEMFC 적용이 불가한 

상황이다. 현재 BASF를 비롯하여 많은 기업에서 고온용 전해질막을 상품화된 상태

이지만 높은 가격과 연료전지 상용화 수준에 미달한 성능으로 인하여 아직 연구가 

많이 필요한 분야이다. 

 10여 년 전만 해도 대학과 연구소 및 소수의 다국적 기업들만이 고온용 PEMFC 

소재에 대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였지만 지금은 수많은 연구 그룹과 회사들이 고온

용 PEMFC 소재에 대한 연구를 광범위하게 수행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다소 

늦게 기술 개발을 시작하여 산업적으로 많이 뒤쳐져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삼성전

자,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대기업을 필두로 고온용 PEMFC 소재에 대한 연구를 활발

히 진행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이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집중하고 있는 상태이다. 

비록 기술개발 시작은 늦었지만 상용화가 아직 되지 않은 만큼 기존 재료의 한계를 

뛰어 넘을 수 있는 고분자 전해질막 개발을 위해 연구 효율 극대화 및 정부의 전폭

적인 지원을 통해 고분자 전해질막의 원천기술을 확보해야한다. 이를 통한 국내 고

온용 PEMFC의 상용화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연료전지 시장의 

선점, 미래 IT 산업 혁신 및 세계 일류 상품화 달성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 

http://www.chempolicy.or.kr
http://www.krict.re.kr


- 24 -

Ⅳ. 참고 문헌

[1] 이희우, 송민규, 김영택, Chemword, 4211-3, 42 (2002)

[2] 이창현, 홍영택, 이재흥, 박호범, 한동완, 이영무, 고분자 과학과 기술, 15, 5, 

578 (2004)

[3] 이진화, 원종옥, 고분자 과학과 기술, 14, 4, 418 (2003)

[4] Q. F. li, R. H. He, J. O. Jensen and N. J. Bjerrum, Chem. Mater., 15, 4896 

(2003)

[5] Y. Shao, G. Yin, Z. Wang and Y. Gao, J. Power Sources, 167, 235 (2007)

[6] G. Alberti and M. Casciola, Annu. Rev. Mater. Res., 33, 129 (2003)

[7] J. Zhang, Z. Xie, J. J. Zhang, Y. Tang, C. Song, T. Navessin, Z. Shi, D. 

Song, H. Wang, D. P. Wilkinson, Z. S. Liu and S. Holdcroft, J. Power 

Sources, 160, 872 (2006)

[8] 이현준, 연료전지 커뮤니티 저널, 2, 4, 19 (2009)

[9] Q. F. li, R. H. He, J. O. Jensen and N. J. Bjerrum, J. Electrochem. Soc., 

150, A1599 (2003)

[10] http://www.eere.energy.gov/hydrogenandfuelcells/mypp/pdfs/fuel_cells.pdf

[11] K. D. Kreuer, J. Membr. Sci., 185, 49 (2001) 

[12] Y. Song, J. M. Fenton, H. R. Kunz, L. J. Bonville and M. V. Williams, J. 

Electrochem. Soc., 152, A539 (2005)

[13] Z. G. Shao, P. Joghee and I. M. Hsing, J. Membr. Sci., 229, 43 (2004)

[14] Y. Zhai, H. Zhang, J. Hu and B. yi, J. Membr. Sci., 280, 148 (2006)

[15] N. H. Jalani, K. Dunn and R. Datta, Electrochi. Acta, 51, 553 (2005)

[16] H. Tian and O. Savadogo, J. New Mater. Electro. Sys., 9, 61 (2006)

[17] I. Honma, H. Nakajima, O. Nishikawa, T. Sugimoto and S. Nomura, 

Solid State Ionics, 162-163, 237 (2003)

[18] P. Sivaraman, R. K. Kushwaha, K. Shashidhara, V. R. Hande, A. P. 

Thakur, A. B. Samui and M. M. Khandpekar, Electrochim. Acta, 55, 2451 

(2010)

[19] G. P. Robertson, S. D. Mikhailenko, K. Wang, P. Xing, M. D. Guiver and 

http://www.chempolicy.or.kr
http://www.krict.re.kr


- 25 -

S. Kaliaguine, J. Membr. Sci., 219, 113 (2003)

[20] S. D. Mikhailenko, K. Wang, S. Kaliaguine, P. Xing, G. P. Robertson and 

M. D. Guiver, J. Membr. Sci., 233, 93 (2004)

[21] H. J. Kim and T. H. Lim, J. Ind. Eng. Chem., 10, 7, 1081 (2004)

[22] A. Schechter and R. F. Sacinell, Solid State Ionics, 147, 181 (2002)

[23] http://www.c-na.de/media/apu/referate/BO2_kundler.pdf

[24] S. U. Lavrencic, N. Groselj, B. Orel, A. Schmitz and P. Colomban, Solid 

Stat Ionics, 145, 109 (20010

[25] G. Vaivars, A. Azens and C. G. Grangcist, Solid State Ionics, 119, 269 

(1999)

[26] M. Popall and X. M. Du, Electrochim. Acta, 40, 2305 (1995)

[27] L. Depre, J. Kappel and M. Poppall, Electrochim. Acta, 43, 1301 (1998)

[28] B. Gupta and G. G. Scherer, J. Appl. Polym. Sci., 50. 2129 (1993)

[29] B. Gupta and G. G. Scherer, Chimia, 48, 127 (1994)

[30] Q.Guo, P.N Pintauro, H. Tang and S. O'Connor, J. Membr. Sci., 154, 175 

(1999)

http://www.chempolicy.or.kr
http://www.krict.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