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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990 년대 후반부터 패터닝(Patterning)에 

대한 다양한 기법들이 연구되기 시작하면서 

Polydimethylsiloxane(PDMS)를 이용한 

비전통적인 기법을 통한 패터닝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었다 1. 이러한 공정 기법을 

바탕으로 최근에는 생체칩(Bio-Inspired Chip), 

플렉서블 배터리(Flexible Battery), 플렉서블 

디스플레이(Flexible Display)등까지 확장시킬수 

있는 플렉서블 일렉트로닉스(Flexible 

Electronics)분야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2-4. 

그러나 전도성을 가지는 유/무기 복합체, 

전도성 폴리머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플렉서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에너지 분야에서 

변형가능하고 형상이 바꿀 수 있다는 장점은 

휴대성을 획기적으로 증진 시킬 수 있으므로 

연료전지 분야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형태가 고정된 

연료전지가 아닌 구부릴 수 있고 변형이 

가능한 연료전지를 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부수적으로 기존의 연료전지가 가지는 

문제점을 PDMS 로 대신하여 연료전지 스택을 

구성하는 부품의 개수를 줄이고 공정의 

단순화를 이룰 수 있음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2. 실험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PDMS 는 PDMS 와 

경화제(Curing Agent)를 10:1 비율로 섞어서 

70 도에서 4 시간 건조시켜 PDMS 분리판으로 

만들게 된다. 우선 그림 1 에서 보듯 연료전지 

유로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 스테인레스로 원형 

몰드(Mold)를 제작한다. 수소가 공급되는 

유로의 폭, 깊이, 길이는 각각 1mm, 1mm, 

30mm 이다. 그리고 (b) 그림과 같이 몰드 위에 

PDMS 와 경화제를 넣고 건조시키고 나서 

몰드와 PDMS 를 분리시킨다. 그 위에 니켈과 

금을 스퍼터를 통해서 증착하게 되는데, 

이것은 전극전해질접합체(MEA)에서 발생되는 

전자들을 외부 끌어내기 위한 전류의 

집전판(Current Collector) 역할을 하는 부분이다. 

또한 니켈과 금을 따로 깔게 되는 이유는 금과 

PDMS 와의 접착성(Adhesion)이 매우 나쁘기 

때문에 니켈을 먼저 증착해서 중간층을 형성한 

다음 금을 니켈위에 증착하게 되면 접착성이 

개선되는 기능을 가진다. 니켈과 금을 

포함해서 총 두께는 약 3.8 마이크로미터임이 

됨을 전자현미경으로 확인하였다.  

 

Fig. 1. Fabrication processes of PDMS end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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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에 사용된 스택 형식은 공기호흡형(Air-

breathing)이며 수소극에만 상온 가습된 수소가 

50 sccm 공급되었다. 전기화학적 평가는 

Solartron 1287/1260 을 통해 측정되었고 IV 와 

임피던스를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토의 
 

그림 2 에서 보듯 스택의 변형에 따라 성능 

변화가 관찰되었다. 개회로전압(OCV)는 둘 다 

동일하게 약 1V 가 측정이 되었고 변형에 따른 

활성화에너지(activation energy)는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 되었다. 변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29 mW/cm2 가 측정되었고, 

변형(곡률 반경이 1.8m-1)이 된 상태에서 21 

mW/cm2 가 측정되었다. 그러나 IV 곡선에서 

보듯 오믹(ohmic) 구간에서 변형이 된 

스택(파란색선)과 변형이 되지 않은 

스택(빨강색선)에서 기울기가 완전히 다름을 

보여 주고 있다. 스택 전체가 변형이 되면서 

집전판 부분의 금속 박막이 크랙이 발생하면서 

전기적인 저항이 높아지면서 성능이 떨어지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성능 감소는 다른 

플렉서블 기기에서도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며 이러한 것을 단점을 개선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절대적인 성능은 

기존의 공기호흡형 연료전지에 비해서 성능이 

낮은 편이지만 다른 플렉서블 연료전지에 

비해서는 비슷한 수준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5. 기존의 문헌에서의 결과는 구부릴 수 

있는 연료전지가 구현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나 본 연구는 실제로 구부러진 

상태에서 연료전지의 성능을 측정하였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Fig.2. Experimental set-up and IV performance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PDMS 를 통해 플렉서블 

연료전지를 구현하였으며 기존 문헌과 비슷한 

성능을 측정됨을 확인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기존의 스택 구조인 엔드 플레이트, 집전판, 

유로 구조인 3 개부품을 PDMS 하나로 대신한 

스택을 제작함으로써 매우 간단한 구조를 

가지는 스택을 만들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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