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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Mobile devices in the next generation such as camera, cell phone, network, Note

PC, etc. require higher power and energy sources due to convergences of various functions.

Direct methanol fuel cell (DMFC) has been focused as an attractive power source, but there

are critical issues involved in its commercialization with regard to the core technologies of

materials, components, and system. The requirements of key technologies are differentiated

from applications and fuel supply methods. Here, the roles of the proton-conducting membrane

are discussed and the current status of DMFC systems is discussed in terms of proton con-

ductivity, methanol permeability, and water management. Materials such as perfluorinated and

partially fluorinated membranes, hydrocarbon membranes, composite membranes, and other

modified ionomers have been studied. These would explain the critical issues of DMFC and

the role of membranes for commercialization.

Keywords: DMFC, Membrane, System, Methanol cross-over, Proton exchange membrane

1. 서 론

전자/정보미디어 제품의 초고속화, 지능화 및 휴대

화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시장의 흐름이며,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통화, 전자 회의 등이 가능한 모바일 기반의 유

비쿼터스화가 향후 사회의 흐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1)

이러한 제품은 가정, 산업, 정보 통신 분야들에서 꾸

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무선 정보 통신을 중심으로

자동제어, 항공, 의료, 국방 등 주요 산업 분야에서 중

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복잡하고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융복합적인 기능의 인간중심적

가치 창출을 위해 필수적인 기술적 흐름이라 할 수 있다.

유비쿼터스 시대를 주도할 모바일 기기 등의 복합적 기

능 수행을 위해서는 처리 능력이 뛰어난 프로세서와 작

은 크기, 고출력의 전력 공급원 사용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현재 기술로는 이차전지 형태를 통한 제한된 시간의 전력

공급만이 가능하며 이러한 에너지원의 제한은 유비쿼

터스 시대 구현의 장애가 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이차전

지, 박막 전지, energy harvesting devices 등의 기술 개발

이 진행이 되어오고 있으며, 직접메탄올연료전지(DMFC,

direct methanol fuel cell) 또한 차세대 모바일 기기를

위한 에너지 공급원으로서 많은 주목을 받아오고 있다.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미 및 유럽의 여러 기관에서

개인 및 산업용 휴대기기를 위한 연료전지를 개발하고

있으며, 개인용 모바일 기기를 위한 수 W 급에서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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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그 중에서 개인용 정보

기기를 위한 직접메탄올연료전지 시스템에 대한 연구

개발도 Table 2에서와 같이 2000년대 이후 미국, 일본,

한국 등의 연구소 및 전자회사 등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왔으며, 특히 노트북 PC와 휴대폰 charger를

위한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DMFC는 Fig. 1과 같이, 메탄올 수용액을 연료로

사용하는 연료전지로서 PtRu 혹은 Pt와 같은 귀금속

촉매를 사용하며, 음극에서 메탄올 연료의 산화 반응, 양극

에서 공기의 환원 반응이 일어나며, 산화반응에 의해 생

성된 수소이온은 수소이온전도고분자전해질(PEM, proton

exchange membrane)을 통하여 양극에서의 환원 반응에

참여함으로써 전기, 물, 그리고 열을 생산하는 전기화학

기기라고 정의할 수 있다. DMFC는 낮은 온도에서 메

탄올과 공기에 대한 전기화학반응이 가능하고 연료의 개질

없이 액체 연료를 직접 공급할 수 있으며, 또한 열 관리

가 용이한 장점 등으로 인하여 휴대용 전원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메탄올 산화 반응의 낮은 활성, 귀금속

촉매의 사용량, PEM을 통한 연료의 투과 등의 기술적

이슈가 존재하며 이로 인한 용량, 출력의 제한, 효율성, 고

가격 등의 장애 요소들이 존재를 한다. 이러한 장애 요소

들은 고출력을 요구하고 있는 모바일 기기에 적용하기에는

부족한 성능을 나타내며 DMFC의 상용화를 위하여는 촉

매와 PEM 과 같은 소재에서의 기술적 breakthrough가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DMFC 상용

화를 위한 PEM의 역할을 살펴보고, PEM 에 대한 기술적

이슈와 모바일 기기를 위한 DMFC 시스템에서의 PEM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2. 직접메탄올연료전지 시스템의 기술적 모순

Table 2는 전자 회사 혹은 여러 연구기관에서 Note PC

혹은 휴대폰을 위한 DMFC 시스템을 보고한 것으로 보고

내용 및 전시 내용을 바탕으로 DMFC 시스템의 형태를

구분한 것이다.2,3) 또한 DMFC 시스템은 Table 3에 나타

난 바와 같이 연료인 메탄올과 공기를 공급하는 방법에

따라 active, semi-passive, passive system으로 구분할 수

있다. Active 시스템의 경우, 중, 대형 시스템용, 즉 수십

W용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메탄올 수용액 순환용 펌프,

공기 공급용 blower, 메탄올 수용액 농도 제어용 센서 등

의 active 소자들이 설치된다. 연료는 에너지밀도가 높은

순수 메탄올을 탑재하고, 내부에서 메탄올을 적정 농도

(3~10 wt%)로 희석하여 스택에 공급하고, 공기극에서

발생하는 물은 회수하여 재사용하며, 공기는 펌프 등으로

강제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출력과 물에 대한 제어가 용

이하여 단위부피당의 출력밀도가 높은 것이 장점이다.

반면, active 소자와 이를 위한 BOP (balance of power)

를 위한 기생전력이 필요하며, 소음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Table 1. 북미 및 유럽의 휴대용 연료전지의 개발 선도 기업체 및 연구기관

국가 개발기관 용량 용도

미국 , 캐나다 Jet Propulsion Lab. 수W~1kW 배터리대체 독립전원

Ballard 3 kW 1인용 승용차

Giner Co. 50 W~150 W 배터리대체 독립전원

Manhattan scientifics 수W 미만 휴대폰 전원 , 충전기

Motorola 수W 미만 휴대용 전원

MTI 수W-수십W 휴대용 , 군용 전원

Polyfuel 수W 휴대용 전원

Vectrix 800 W 스쿠터용 전원 개발

Los Alamos National Lab. 수W~수십W 군용 , 휴대용 전원

독일 Smart fuel cell 수W~수십W 휴대용 , 군용 전원

Research Centre Juelich 수백W~수 kW 스쿠터 , 지게차 전원

Daimler-Chrysler 3 kW 1인용 승용차 전원

TUHH, MST 수W 휴대용 전원 (박막기술 )

Fraunhofer IZM 수W-수십W 휴대용 전원 (미세가공 )

영국 Johnson Matthey 촉매 , MEA 개발 

Newcastle Univ. 단위전지 , 촉매개발

이태리 CNR-TAE 소형 시스템개발

DeNora 수W~수 kW 이동전원용

이스라엘 Medis EI Ltd. 수 W 전자기용 배터리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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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휴대용 직접메탄올 시스템 적용 예

업체 개발 내용 개발 제품

Motorola

수W급의 소형 DMFC 시스템

2001년 : 200mW급의 passive 및 active system

2002년 :  1W급 배터리  충전기 (IMPRESS)

2003년 : 2W급 (LTCC 기술을 적용한 3D 

ceramic substrate를 사용

MTI MicroFuelcell

소형 DMFC

2002년 : cell phone과 PDA용 Micro Fuel Cell 

파워팩의 시제품을 개발

2004년 : 휴대용 Smart-phone이나 게임기

2006년 : 1.3W/cm3의 에너지밀도

Toshiba
소형 DMFC

2004년도에 0.1W급의 마이크로 연료전지

Hitachi

2004년 : 1W급 휴대전화용 외장용

2W급 휴대정보기기 (PDA) 내장형 , 10W급 노

트북형 외장형 

2006년 : DMFC 배터리 충전기

Casio 2006년 : 메탄올을 개질 , 노트북 PC 20시간 구동

NTT DoCoMo

2005년 : FOMA Handset Charger 시제품 
(Fujitsu)

2006년 : 제 3세대 FOMA 

휴대전화기용 마이크로 연료전지 (Aquafairy)

KDDI
2005: Toshiba사와 Hitachi사와 공동으로 프로

타입의 연료전지 휴대전화기 2종류

Antig
MP3 player, 휴대폰 , GPS 수신기 , PDA 및 휴대

용 multimedia player 등에 사용할 수 있는 DMFC

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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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Active 시스템의 경우, bipolar 형태의 스택 디자인

이 바람직하며, 수십W의 출력이 필요한 노트 PC와 같은

기기를 위한 시스템으로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휴대폰용과 같이 필요한 출력 규모가 작으면서 무소음이

요구되는 기기를 위하여는 passive 시스템이 바람직하

다고 할 수 있다. Passive형은 펌프, Blower, 밸브 등의

active BOP를 사용하지 않고, 메탄올은 capillary force를

이용한 카트리지로 연료극에 공급하며, 공기극에서는 자연

대류의 공기를 이용하고, 공기극 생성 수는 대기 중으로

자연 배출되도록 한 시스템이다. Passive형은 시스템이

단순하고 소형이지만, 출력밀도가 낮은 단점이 있다. 연

료는 약 10~20 wt%의 메탄올 수용액 혹은 100% 메탄올

을 사용한다. 현재 Passive형은 휴대전화 외부 부착 충전기

형태와 휴대전화의 내장전원 형태로 개발되고 있다.

Passive 시스템에서는 active 시스템에서의 소자들의 역

할을 DMFC 스택의 구조 및 재료의 기능을 강화하여 출

력을 확보하여야 하는 단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active 시

스템과 passive 시스템의 장단점을 확보한 것이 semi-

passive 시스템으로서 다양한 스택 및 소자의 integration

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각 시스템의 장단점은 Table 3

에 나타난 바와 같으며. 특히 passive 시스템의 경우, 연

료인 100%의 메탄올을 증기압과 capillary force를 이용하

여 공급하는 형태의 passive 시스템이 미국의 MTI를 중

심으로 개발 중이다.4,5) 이러한 경우, active 소자를 사

용하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진다고 할 수 있으며,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시스템에서 소자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재료 및 기본 부품인 MEA 에서 소자의 역할까지 담당할

수 있는 기능적 설계 및 제조가 필요한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한 고기능의 PEM을 비롯한 촉매 및 전극의 개발

Fig. 1. DMFC 의 원리.

Table 3. 연료공급 방법에 따른 직접메탄올연료전지의 구분

Active System Semi-Passive System Passive System

Anode (Methanol, Water) Pump Pump Capillary

Cathode (Air) Compressor Blower (fan),

Breathing

(Natural Convection) 

Breathing

(Natural Convection) 

Stack Bipolar Bipolar, Monopolar Monopolar 

Strong *High Power 

*Easy to control system

*Water Recycling

* Low Noise

* Low BOP Consume Electric

*Design Flexibility 

* No Noise

* No BOP Electric

* Flat Design (Design 

Flexibility) 

Weak * Noise

* BOP volume

* BOP Electric

 consume 

* Low Power

* Stack Volume

* Difficult of water

 recycling

* Lowest Power 

* Stack Volume

* Environment

* System Control

* Difficult of water

 recycling 

* Slow Star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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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수적이다. 이와 같이 DMFC 시스템은 active, semi-

passive, passive등과 같은 형태에 따라 재료 및 부품의 요

구 사항이 달라질 수 있으며, Table 4에서와 같이 연료인

메탄올 수용액과 부산물인 물에 대한 관리에 따라 PEM의

요구 사항을 정의할 수 있다.

DMFC 시스템은 스택, 연료 tank, BOP 등으로 구성이

되며, 시스템의 효율 즉, 에너지 밀도는 연료 tank와 BOP

의 부피에 의하여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DMFC시스템에는 Fig. 2와 같이 물과 열에 대한

많은 충돌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충돌 요소는

물이 음극에서는 연료인 동시에 양극에서는 부산물로

생성이 되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시스템

측면에서 물은 공급을 해 줌과 동시에 제거해야 하는 물

질이다. 또한 공급을 하여야 하는 연료로서 물은 메탄올

수용액의 농도를 결정하는 물질이다. PEM을 통한 연료의

투과와 메탄올 산화반응의 낮은 활성으로 인하여 전극에

공급되는 메탄올 수용액의 농도는 2 M 이하의 농도가

적합한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으며, 1 M 혹은 0.5 M의

농도에서 최대 출력을 확보하는 결과들도 보고가 되고 있

다. 이러한 기술적 이슈는 시스템에서의 높은 에너지밀도

를 위하여는 높은 농도의 연료를 공급하여야 바람직하지

만, MEA (membrane electrode assembly)에서는 낮은 농

도의 연료를 공급함으로써 높은 성능을 확보하여야 하는

연료에 대한 충돌을 야기한다. 또한 PEM의 경우, 수

소이온의 전도는 DMFC 의 구동온도인 80도 이하에서

물과 함께 전달이 되는 vehicular mechanism 이 지배적

Tablle 4. 연료공급 방법에 따른 직접메탄올연료전지의 구분

Active System Semi-Passive System Passive System

Anode Pump Pump Capillary

Cathode Compressor 
Blower (fan), Breathing

(Natural Convection) 
Breathing Natural Convection 

Stack Bipolar Bipolar, Monopolar Monopolar

Membrane

Ionic Conductivity/

conductance
Maximize

Methanol Cross-over Minimize

Water Swelling Minimize Minimize Maximize

Electrode Cathode Diffusion
물제거 

hydrophobic
물제거 

Hydrophobic
물유지 / 공기공급

Hydrophilic & hydrophobic

Catalyst Activity /Loading Maximize/Minimize

Fig. 2. 직접메탄올연료전지 시스템의 충돌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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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이러한 물은 PEM이 함유하고 있는 기능기인 술

폰산기에 의하여 형성된 클러스터에 의하여 제어된다.

PEM의 함수율을 높일 경우, 클러스터 크기의 팽창으로

인하여 이온전도도는 향상이 되지만, 물과 친밀한 메탄올

의 투과 또한 증가하는 모순이 존재한다. 또한 온도의 경

우, 시스템 온도의 증가는 촉매 효율을 증가시켜 출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반면, 온도의 증가는 PEM을 통한 메

탄올의 투과를 가속화 시킨다. DMFC 스택의 구성 요소인

MEA는 저항의 최소화를 위하여 humidity가 필요하며,

시스템의 효율 향상을 위하여 가습 된 연료를 공급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러한 MEA에서 저항의 최소화를

위하여 humidity가 유지되어야 하나, 음극에서의 물은

부산물로서 제거함으로써 공기의 공급을 원활히 하여야

하는 모순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모순들은 열과 물에

대한 것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소재, 부품, 그리고 시

스템에서의 충돌 요소는 DMFC의 상용화를 늦추고 있는

원인이라 할 수 있고, 이러한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소재

및 부품에서의 기술적 혁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전해질막의 역할

DMFC를 위한 PEM은 전해질로서 높은 이온전도도와

연료 분리 즉, 분리막으로서 낮은 메탄올 투과도가 필수

적으로 요구되며, MEA 로의 적용을 위하여 기계적 안정

성, 치수 안정성, 전기화학반응 하에서의 화학적 안정성

등이 요구되고 있다. DMFC를 위한 PEM의 성능은 이온

전도도와 메탄올 투과도의 비로 나타낼 수 있으며,

selectivity, 혹은 performance로 표현하고, ionic·conductivity/

methanol·permeavility로 나타낸다. 또한 PEM의 물 투

과도에 대한 메탄올 투과도의 비, water·permeability/

methanol·permeability를 추가하여 PEM의 성능을 표

현할 수 있다. 이러한 성능 지표는 MEA를 위한 고분자

막을 선택하기 위한 척도로 작용하며, 이러한 selectivity

를 이용하여, 기존 널리 이용되고 있는 Nafion에 대비하여

이온전도도와 메탄올 투과도를 평가하며, 시스템에 적합

한 PEM을 선택하여 적용함으로써, PEM을 통한 시스템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다.

Fig. 3은 DMFC MEA의 polarization을 나타낸 것으로,

ohmic polarization은 PEM 저항으로부터 형성되는 것이다.

메탄올 산화에 대한 촉매의 낮은 activity와 membrane

저항에 의한 polarization이 주로 일어난다고 할 수 있으

며, 이러한 분극 현상의 최소화를 위한 고활성 촉매와

고성능 PEM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OCV(open circuit

voltage) 상태에서 메탄올의 투과에 의한 cathode 에서의

mixed potential에 의한 전압 저하는 0.8 V 이하 값을 보

이고 있다. 음극에서 양극으로의 PEM을 통한 메탄올의

투과는 양극 촉매 피독, 효율 감소, 연료 낭비 등의 심각

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즉, 높은 이온전도도에 의한

ohmic polarization의 극소화와 메탄올 투과 극소화에 따

른 OCV 저하 방지 등의 역할을 PEM은 요구 받고 있다.

또한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음극에서는 공급되는 연료

로서 양극에서는 제거되어야 하는 부산물로서 물에 대한

관리가 MEA 설계 시 고려가 되어야 하며, PEM을 중심

으로 한 물 관리 기술이 DMFC MEA 설계 및 제조에서

필수적인 요소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높은 이온전도도, 낮은 메탄올 투과도, 화학적 기계적

안정성, 물 관리를 위한 PEM의 선택성 등의 요구 사항을

만족할 수 있는 새로운 PEM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들은 다양한 기술적 접근을 통하여 이루어지

고 있다. 즉, 완전불소화고분자막 (perfluorinated PEM)인

Nafion을 대체할 수 있는 탄화수소계열 고분자막 (hydro-

carbon PEM), 부분불소화 고분자막 (partially fluorinated

PEM), 복합고분자막 (composite), 무기입자를 도입한

고분자막 (organic-inorganic composite PEM) 등의 접근

방법이 그 주를 이루고 있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PEM의 경우, 수소이온을 전달

하는 전해질 역할과 더불어 연료인 메탄올과 산소의 분

리막 역할을 한다. 수소이온전도도는 연료전지의 저항과

성능에 영향을 미치며, 또한 분리막으로서의 기능은 장기

운전 안정성과 연료 및 시스템의 효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메탄올 투과는 성능 뿐만이 아니라 연료 전지의

효율을 저하시키는 역할을 함으로서 메탄올 투과도가 ~0

인 전해질의 개발이 필수적인 요소이다. 일반적으로 이

온전도는 vehicular 및 Grotthus mechanisms에6-8) 의해

설명이 되고 있으며, PEM의 친수성과 그에 따른 고분

자막 내부에서의 술폰산기에 의한 ionic cluster의 형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PEM 내부에 형성되는 ionic

cluster의 크기, 형상, 분포 등과 연관이 있으며, PEM의

Fig. 3.  DMFC Polar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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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율이 증가할수록 이온전도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온전도는 고분자막 내부의 ionic site의 농도와

이온을 전달할 수 있는 activation energy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는 ion exchange capacity와 ionic cluster가

형성되는 고분자막의 화학적 구조에 의해 영향을 받

는다. Ion exchange capacity를 증가할수록, 고분자의

flexibility가 증가할수록 이온전도도는 향상된다고 할 수

있다. 즉, PEM을 설계함에 있어서 ionic site의 수를 조절

하고 또한 고분자막의 stiffness를 고려하는 것이 PEM의

개발에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수소이온

전도 메커니즘에 따르면 DMFC를 위한 PEM의 개발은

이온전도도 향상을 위한 기술적 접근 방법과 메탄올 투

과도 저하를 기술적 접근 방법에는 모순이 존재한다. 즉,

수소이온전도를 위하여 PEM은 충분한 물을 보유 할 수

있어야 하는 반면 이러한 함수 능력은 메탄올의 투과를

가속화시키는 역기능을 한다. 그러므로 DMFC를 위한

PEM의 설계는 메탄올 투과를 저하시키기 위한 설계가 필

수적으로 요구가 된다. 고분자막을 통한 메탄올의 투과는

고분자막에 의한 메탄올의 흡착, 전달, 또한 탈착에 의해

진행이 됨으로 각 단계에서의 성능을 조절함으로써 메탄

올 투과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야 한다. 고분

자의 메탄올 친화도를 낮춤으로서 메탄올의 흡착을 저하

시키거나, 또한 고분자막의 내부 구조를 제어함으로, 즉,

기능기인 술폰산기에 의하여 형성되는 hydrophilic phase

인 ionic cluster와 hydrophobic phase를 제어함으로 메탄

올 투과를 감소시키는 방법들을 제안할 수 있다. 고분자

막을 통한 물과 메탄올의 투과는 실제 DMFC MEA 구동

시, electro-osmotic drag 인자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전류의 세기에 따른 물질 전달의 증가와 영향이 있으며,

이에 따른 물과 메탄올의 전달을 저하시키기 위한 고분

자막의 개발이 필요하다. 9-13) 강직한 구조를 가진 고분자와

고분자막내에 hydrophilic phase의 크기가 작으면서 적은

부피를 차지하는 고분자막은 electro-osmotic drag를 줄일

것으로 예상하고 또한 메탄올의 투과를 저하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MEA 형성을 위하여, 전극

의 구성요소로서 PEM의 ionomer를 적용함으로써 전극과

PEM과의 계면 저항을 최소화 하기 위한 노력도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저항의 최소화는 고분자막의 건조상태와 함

수상태에서의 기계적 물의 확보와 전극에서의 치수안

정성 확보에 의하여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온전도와 메탄올 투과에 대한 비로서 선택한 고분자

막의 MEA 적용은 DMFC의 구동 조건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MEA 성능은 구동 온도와 연료공급 방법

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다.14)

이온전도도와 메탄올 투과도는 온도가 증가할수록 증가

하며, 메탄올 투과는 공급되는 연료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결과를 보이고 있다.15) 이러한 보고는

DMFC를 위한 PEM은 모바일 기기 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혹은 발전용으로도 응용이 가능함으로 시스템의 형태 뿐

만이 아니라, 응용 분야에 따라 재료 및 부품의 설계 제

조에 대한 전략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

한다.16) 고농도 연료 공급은 농도차에 의한 메탄올 투과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며, passive 조건의 경우, 낮은 연료

공급 속도는 PEM 개발에 대한 전략을 복잡하게 한다.

MEA의 저항을 줄이기 위해 humidity를 유지하고 공급

하는 방법에 따라 시스템의 부피 및 연료의 효율이 결정

되며, 고분자막의 개발은 물 관리 방법에 따라 결정되고,

이러한 노력이 시스템에서의 고분자막의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적 접근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분자막뿐만이 아니라 촉매 및 전극

개발을 통하여 접근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17-20) 즉, 고

분자막을 중심으로 한 촉매층 및 확산층과의 조합을 통

하여 연료전지의 성능은 최적화 될 수 있으며, 연료전지

시스템에서의 물 관리는 양극에서 생성된 물을 활용하는

방법에 따라 조절될 수 있는 것이다. active 소자를 사용

한 active system의 경우, 양극에서 생긴 물은 연료의 농

도를 조절하기 위하여 음극의 연료로 재사용이 되며, 또한

passive system의 경우, 양극에서 생성된 물은 외부로 증

발 혹은 재순환되지 않고, MEA 내부에 존재함으로써

음극의 메탄올 연료를 희석시키는 역할을 하고 이러한 역

할로 인하여 출력 밀도 및 연료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노력은 고농도 메탄올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높은 에너지 밀도와 장기 운전 안정성을 확

보할 수 있도록 한다.21-24) 이와 같이 높은 이온전도도와

낮은 메탄올 투과도를 가진 고분자막의 개발은 DMFC

상용화의 필수적인 요소이고, 또한 DMFC를 적용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요건에 따라 PEM은 적절한 전극과의 조

합을 통하여 그 성능을 극대화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에

따른 PEM 성능은 물에 대한 투과도를 추가할 수 있

으며, 높은 이온전도도와 낮은 메탄올 투과도는 시스

템의 종류에 상관없이 중요한 필수 요구 사항이나, 물에

대한 투과도는 시스템의 종류에 따라 그 요구 사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PEM 개발을 위한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25,26)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고분자막은 perfluor

inated sulfonic acid ionomer (PFSA)를 기반으로 한

Dupont 사의 Nafion 고분자막으로서 메탄올 투과도가 높

음에도 불구하고 화학적 기계적 안정성과 ~0.1 S/cm의 높

은 이온전도도로 인하여 높은 출력 밀도를 확보할 수

있으며, 안정적인 MEA 공급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

PEM의 평가는 이온전도도와 메탄올 및 물의 투과도

평가로 이루어진다. 이온전도도의 경우 4-point probe 방법

으로 측정을 하며, through-plane 저항과 in-plane 저항을

온도와 습도에 따라 측정할 수 있다.27) 메탄올 투과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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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셀 및 pervaporation 방법에 의한 ex-situ 방법과

MEA에서의 메탄올 투과에 의한 전류 밀도를 cathode

out-stream에서의 이산화탄소의 양을 측정하여 분석하는

in-situ 방법이 있다.28)

4. 기술적 접근 방법

DMFC를 위한 PEM에 대한 연구는 불소화고분자막,

탄화수소계고분자막, 그리고 이를 기초로 한 고분자를

이용한 grafting 혹은 blending과 같은 복합고분자막, 유

무기물 등을 추가하는 복합고분자막으로 나눌 수 있다.

4.1. 완전불소화 및 부분불소화 고분자 전해질막 

불소를 포함한 고분자막의 경우, fluoroalkyl group을

포함하여, 연료전지의 구동 조건에서 안정성을 보이고

있으며, DMFC뿐만이 아니라 PEMFC의 전해질로서 많이

이용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나 환경 및 안정성에 대한

이슈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불소화 고분자막은, 완전

불소화고분자막과 부분불소화고분자막으로 구분이 되며,

완전불소화고분자막의 경우 Fig. 4와 같이 고분자 주사슬

에 tetrafluoroethylene (PTFE) -like backbone을 포함하고

있으며, 술폰산 이온기를 가지는 공중합체 형태이다. 부

분불소화고분자막의 경우 탄화수소계열을 포함한 공중합

체로 정의할 수 있다. 완전불소화고분자막인 Nafion은

1960년대에 DuPont에 의해 상용화된 고분자막으로서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PEM이라 할 수 있다. 연

료전지에서의 Nafion의 안정성은 60,000 시간의 구동을

통하여 검증된 바 있으며,29) 이는 PTFE-based polymeric

backbone이 가수분해에 의해 성능 저하을 야기할 수 있는

라디칼 혹은 산-염기에서의 화학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PEM은 수소이온의 전달을 위하여 카르

복실산기 혹은 술폰산기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환

경에 안정적인 고분자막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여러

보고에서 Nafion 으로부터 야기된 perfluorinated

carboxylic acid (PFCA)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보고를

하였으며,30-33) 카르복실산 도입 고분자막의 경우, 수소

이온전도도가 낮은 관계로 저온용 연료전지를 위한 고

분자막으로는 실제 사용에 제한을 가지고 있다. Nafion의

술폰산기는 수소이온전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가 1960년대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다. 현재

까지도 PEM에 대한 모델과 수소이온 전도현상에 대한

활발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Nafion의

구조는 Fig. 5와 같이 보고되고 있으며, 물을 함유할 경우

Fig. 5과 같이 PTFE backbone에 의한 소수성 부분과,

술폰산기에 의해 물을 함유하고 있는 cluster 부분, 그리고

interfacial region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보고하였다. 술폰산

기에 의해 형성되는 ionic cluster는 높은 이온전도도를 가

지게 하며, 이러한 술폰산기를 조절함으로서 이온전달능을

조절할 수 있다. 즉, 술폰산기를 많이 도입할수록 이

온전도도는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술폰산기의

과도한 도입은 고분자막의 함수율을 증가시킴으로서

고분자막의 기계적 특성 즉, hydration 상태에서의 고분

자막의 물성을 저하시켜 궁극적으로는 물에 녹을 수 있는

Fig. 4. Perfluorinated PEM, Nafion의 구조.

Fig. 5. Yeager 의 Nafion Cluster 3 Phase Model. (A)
Fluorocarbon backbone, (B) Interfacial region, (C)  Clu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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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질을 가지는 hydrogel 형태의 ionomer를 형성한다.

일반적으로 Nafion의 경우 1100 g의 당량을 가진 고분

자막이 가장 많이 적용이 되고 있다. Nafion을 제외하고

Flemion (Asahi Glass), Aciplex-S (Asahi Kasei Corp.,

formerly Asahi Chemicals), 와 Dow membranes (Dow

Chemical) 등이 완전불소화고분자막으로 개발되어 있으

며, 현재 Dow 고분자막을 제외하고는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고분자막은 비슷한 화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술폰산이 도입된 사슬의 길이에 따라 그 성능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34)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수소

이온전도를 위해 도입한 산성기에 의해 고분자막은 물을

함유할 수 있으며, 함수율에 따라 이온전도도의 차이가

있고 물에 대한 swelling factor가 존재한다. 즉, PEM을

이루는 ionomer는 물에 대해 swelling이 되며, 수소이

온전도를 위한 과량의 ionic site의 도입은 기계적 성

질을 저하시킨다. 이러한 문제는 고온에서의 연료전지

운전에서 특히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며, 이에 1995년

W.L. Gore & Associate가 마이크로 기공을 가진 PTFE

fabric에 PFSA ionomer를 함침시킨 복합막을 개발함으로

서 얇으면서 기계적 신뢰성이 확보된 복합고분자막을 개

발하였다. PEM으로써 술폰산기를 도입한 ionomer의

연료전지에의 적용이 활성화 되면서, 고분자막 내에서의

물 전달 현상에 대한 이해를 위한 연구가 진행이 되었다.

1980년대 초, Gierke과 Hsu는 cluster 네트워크 형성에 대

한 이론을 발표하였으며,35) 고분자막 내부에서 술폰산기가

cluster에 의한 micelle 구조를 형성하고 있음을 제안하였

다. 이 모델에 따르면 건조된 Nafion은 1.8 nm의 cluster

지름을 가지고 있으며, 26개의 술폰산기가 cluster에 집중

되고 있으며, 고분자막이 충분히 물에 의해 swelling 이

될 경우, cluster의 지름은 4.0 nm 로 증가를 하며, 70개의

술폰산기가 집중되며 cluster에 1000개의 물 분자가 채

워져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Gierke과 Hsu는 Nafion

고분자막의 swelling 정도와 이온전도도와의 비선향 관계

를 설명하고자 percolation 이론을 적용하여 설명하였다.

Eikerling 등은 술폰산기의 움직임에 따른 수소이온의

전달이 용이해지기 위하여 고분자막 전체에 hydrated 영

역이 전체적으로 분포가 되어있는 a random network

model을 제안하였으며,36) 기본적으로 cluster 모델의 발전

된 형태로서 Nafion 막을 이용하여, small angle X-ray

scattering (SAXS) or atomic force microscopy

(AFM)37,38)와 같은 여러 분석에 의하여 입증한 바 있다.

이러한 마이크로 구조에 대한 연구는 연료전지에서

수소이온과 물의 전달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는데 기

여를 하였으며, 이는 DMFC에서의 메탄올 전달 현상을

이해하기 위하여 응용이 되었다.39-47) Verbrugge는48) 그

의 논문에서 PEM 내부에서의 희석 용액을 이용해서

메탄올 전달을 간단한 확산 모델로 제안하였으며, 실

험적으로 물과 같은 전달 현상이 일어남을 확인하였

다. Cruickshank과 Scott49)은 메탄올 증기를 이용한

DMFC에서 간단한 모델을 제안하고 메탄올 투과와 이

의 cathodic overpotential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

하였다. Nafion 막을 통한 물과 메탄올의 투과 속도는

MEA의 여러 압력하에서 측정이 되었으며, 인자들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메탄올 증

기 공급 DMFC에서의 음극에서의 일차원적인 전압 분

포 및 메탄올 농도 분포 모델로 발전이 되었다.49) Ren

등은 DMFC에서 고분자막을 통한 electro-osmtic

drag를 실험적으로 측정하였다.50) Nafion을 기반으로

한 PFSA ionomer 고분자막이 대부분의 고분자전해질

형 연료전지에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은 확실하나, 높은

가격(US$700 m–2), 사용 온도의 제한과 높은 메탄올

투과라는 기술적 이슈가 존재하고 있다. 특히, 메탄올

투과는 장기간 사용을 위한 DMFC의 실용화에 힘든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Nafion 고분자막을 통한 메탄올

투과는 상온에서 2× 10−6cm2s−1 정도로 측정이 되고 있

으며 이는 온도가 증가할수록 증가한다. 이러한 메탄올

투과는 음극 촉매인 Pt 를 피독 시키면서 셀 성능을

저하시킨다. 메탄올 투과에 대한 이슈는 DMFC 연구에

있어서 1 M 과 같은 저농도의 연료를 사용하도록 하며,

실질적으로도 고농도의 메탄올을 연료로 사용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Ren 등은 연료 공급 유로와 고분자막

사이의 메탄올 농도를 제어하기 위하여 애노드를 적

합하게 디자인함으로써 메탄올 투과 속도를 제어할 수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51) 또한 초기 전류의 40% 성

능일 경우, 75oC에서 0.3 M의 메탄올로 3000시간의 life

test를 진행한 바 있으며, 성능 향상을 위하여 Nafion을

기초로 한 복합고분자막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였다.

부분불소화고분자막의 경우, 지난 20년간 Nafion을 대

체하기 위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어왔다. 부분불소화

고분자막의 경우 화학적 안정성을 위하여 PTFE back-

bone을 기본으로 접근을 하여왔다. 그러나 styrene과 같은

탄화수소계열의 고분자 backbone에 산성기를 도입하는

연구도 많은 진행이 되어 온 것이 현실이다. 술폰산기 도

입이 용이한 backbone으로 styrene을 도입한 것은 합리적

인 선택으로 보아지며, 1990년대 후반, Ballard Power

Systems은 저가격의 부분불소화고분자막을 연료전지에 적

용하고자 제안하였으며,29,52,53), Ballard Advanced

Materials (BAM) membrane을 개발하였다. BAM

membrane은 of α, β, β-trifluorostyrene과 substituted

α, β, β-trifluorostyrene co-monomers를 emulsion

polymerization에 의해 개발한 sulfonated styrenic co-

polymers이다. BAM membrane의 구조는 Fig. 6에 나

타나 있다. 우수한 화학적 안정성에 의하여 100,000시

간의 장기 안전성을 확보하였으며, 완전불소화고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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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인 Nafion과 견줄만한 것으로 보고가 되었다.53) 또

한 trifluorostyrene과 vinyl 모노머를 이용한 공중합체

또한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었으며, 그 성능이 확인되

었다.54) 부분불소화고분자막을 위한 또 다른 접근은

radiation-grafting 기술을 이용한 것으로써 PTFE를 기

초로 한 다공성 필름에 styrene을 grafting 한 후, phenyl

기를 술폰화시킴으로서 고분자막을 얻었다. 이 방법은

표면과 내부의 개질이 용이하며, 적합한 필름을 이용한

다양한 monomer의 grafting이 가능한 것으로 고전적

이며 일반적인 합성법으로는 얻기 힘든 구조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Gubler 등은 radiation-grafted poly

(tetrafluoro-ethylene-cohexa-fluoropropylene)-g-polystyrene

(FEP-g-PS) membranes을 개발하여 PEMFC에 적용,

80~85도의 온도영역에서 500 mA/cm2의 전류밀도와 7900

시간의 운전을 하였으며, 4000시간까지 안정된 성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55) 이러한 방법에서는

FEP film을 이용하고 polystyrene를 grafted moiety로

crosslinker로 divinylbnzene(DVB)을 이용하였다. 이러

한 방법으로 제조된 grafted 고분자막은 chlorosulfonic

acid를 이용하여 술폰기가 도입되었다. 술폰기를 대신하여

아크릴릭산의 도입도 시도되었으며, 술폰산기에 비하

여 낮은 이온전도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56) 이러

한 radiation-grafted membrane 은 PEMFC 및 DMFC에

적용이 되었으며, 이온전도도를 유지하면서 메탄올 투과

를 줄이기 위하여, ethylene-tetrafluoroethylene (ETFE) -

based polymer membranes이 개발이 되었으나,57) 높은

membrane-electrode interface 저항과 delamination 이

슈에 의해서 실제적으로는 적용이 힘든 것으로 보고를

하였다. Shen 등 또한58) ethylene-tetrafluoroethylene

(ETFE), polyvinylidene fluoride (PVDF)과 low-density

polyethylene (LDPE)를 base polymer films으로 사용한

radiation grafted polymer electrolyte membranes 인

개발하여 적용한 바 있다. 그들은 degree of grafting

(DOG)에 따른 고분자막의 성능을 제어함으로써 이온

전도도를 향상시키고, 메탄올 확산 상수는 저하시킴으

로써 고분자막 표면의 expansion을 제한하고자 하였다.

Saarinen 등은59) 35μm의 상용화된 poly(ethylene-alt-

tetrafluoroethylene) (ETFE) films을 이용한 고분자막

(ETFE-SA)에 대한 연구를 보고 하였으며, 이러한 멤브

레인은 낮은 함수율과 높은 치수안정성을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고분자막의 두께가 얇아질

수록 멤브레인의 저항은 감소하며, 또한 메탄올 투과

는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base film을 이용

한 grafted 고분자막의 경우 얇은 고분자막을 확보하

면서도 메탄올 투과율을 감소시킨 실험 결과로 보고가

되었다. 이렇게 제조된 고분자막의 메탄올 투과도는 온

도에 따라 측정되었으며, 결과적으로 30, 50, 70도의

온도에서 Nafion 115에 비해 1/3 정도의 두께로 90%

이상의 메탄올 크로스오버 감소 효과를 확인하였다. Arico

등은 ETFE-based membranes의 DMFC 에서 110도에서

1 M 메탄올과 2기압의 back pressure로 92 mW/cm2의

출력 밀도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으며 20일 이

후에도 초기 성능을 유지하며, 이를 바탕으로 MEA 결

합력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durability를 보고한 바

있다.60) 완전/부분 불소고분자막의 경우 연료전지 전

해질로서 우수한 것은 사실이나, 높은 가격으로 인해

DMFC 시스템 가격 상승 요인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응용한 grafted 고분자막 또한 가격 및 대량 생산의

문제점 등을 가지고 있는 바, 저가격의 낮은 메탄올

투과도를 가진 새로운 고분자막의 개발은 필요한 것

이며, 그에 대한 내용은 다음 장에 기술하였다.

4.2. 탄화수소 계열 전해질막

연료의 산화-환원 반응에 의해 전기를 생산하는 연

료전지 시스템에서는 severe 한 전기화학적 및 기계적 환

경에 inert 한 재료들이 필요하다. DMFC를 위한 PEM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구동 조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

며, PFSA는 전기화학적 안정성과 높은 이온전도도에

의해 널리 사용되고 있는 고분자막이나, 높은 가격, 메

탄올 투과도, 유기용매에 대한 낮은 기계적 성질 등의

문제는 DMFC에의 적용을 한정하고 있다. 높은 가격

과 불소모노머의 안정성에 대한 이슈는 비불소계고분

자막을 개발하여야 하는 중요한 모티브가 된다. 탄화

수소계열 고분자막은 비불소계 주사슬을 가지고 사이

드체인에 술폰산기 혹은 카르복실산기를 함유한 고분

자막으로 정의된다. 이와 같은 탄화수소계열 고분자막

은 저가격화가 가능하며, 다양한 monomer를 도입함

으로써 구조적으로 다양한 접근을 할 수 있다는 장점

이 있으나, 실제적 적용을 위하여 여러 가지 연료전지

작동을 위한 특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Sulfonated

polystyrene-divinylbenzene co-polymer membranes 은

1960년대 Gemini 우주선에 적용된 예가 있으나, 산화

분위기에서 낮은 안정성을 보임으로서 응용에 제한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고성능의 PEM은 높은 이온전도도,

낮은 전기전도도, 연료 및 공기에 대한 낮은 투과도, 낮

은 물의 확산 및 electro-osmotic drag, 산화 및 가수

분해에 대한 안정성, 가습/건조 조건에서의 기계적 안

Fig. 6. BAM Membrane 화학적 구조 (R1, R2, R3 : alkyl,
halogens, CF = CF2, CN, NO2,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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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 가격, 전극과의 compatibility 등으로 나타낼 수

있다.61) 고분자막은 그 제조 방법에 의하여도 여러 성

능을 나타내게 된다. 일반적인 용액 방법으로 제조된

고분자막은 후처리 과정을 통하여 protonation을 거치게

된다.62) 제조 및 후처리 과정에서 생긴 잔류 응력은

장기 운전 시 defect의 역할을 하며, 이러한 잔류 응력을

제거하기 위해 고분자막에 따른 적절한 후처리 방법이 필

요하다. 고분자막 제조를 위해서는 용매의 종류, 농도, 용

매 제거 속도, annealing time 등의 인자들을 제어할 수

있다. PEM에서의 술폰산기는 높은 해리상수를 가지며 이

에 따른 높은 이온 전도성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7) DMFC 를 위한 고분자막의 경우도, 술폰산기를

수소이온전도를 위한 moiety로 사용을 하며, 이러한 술

폰화는 고분자를 sulfonation 하는 방법과 sulfonated

모노머를 이용하여 공중합체를 합성하는 방법으로 고

분자를 제조하여 확보할 수 있다. 술폰화는 electrophilic

substitution 반응으로 일반적으로 phenyl 기에 도입을

하며, phenyl기의 substituent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electron-withdrawing substituent 보다는 electron-

donating substituent 와의 반응이 용이하다. 술폰화 정

도는 phenyl기의 active position에도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면, bisphenol-A를 포함하고 있는 고분자의 경우 안

정성과 전하량, steric hinderance 에 의하여 반복 단위에

하나 이상의 술폰기가 도입되기가 힘들다. 고분자를 post-

sulfonation 하는 방법으로는 methylation (Li)과 SO2

가스를 이용한 sulfination 후 산화반응을 거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post 술폰화, 즉 고분자의 술폰화는 부

반응과 고분자 주사슬의 열화 등의 영향으로 술폰화의 정

도와 위치를 정확하게 제어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electron-deficient groups

(dihalide: chloride, fluoride)을 포함한 방향족 모노머를

술폰화하고, 술폰화 되지 않은 모노머들과 condensation

polymerizations과 nucleophilic substitution reactions에

의해 공중합체를 합성하는 방법이 제안되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합성된 고분자는 random 공중합체를

이루며, 친수성/소수성 영역을 가진 고분자가 형성된다.

친수성 영역은 술폰기 모노머들에 의해 형성되며, 소수성

영역은 비술폰화된 모노머로부터 형성이 되며, 술폰화

정도는 술폰화된 모노머의 양으로 조절이 가능하다.

탄화수소계열 고분자막은 neat hydrocarbon PEM, 가

교된 hydrocarbon PEM, 고분자 블렌드, grafted 고분자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최초로 보고된 hydrocarbon 고분자

는 sulfonated phenol-formaldehyde polymer membrane이

며 고분자막은 sulfonated phenol과 formaldehyde의 축

합반응에 의해 합성되었으며 연료전지 구동 조건에서

낮은 화학적 기계적 안정성을 보였다. 최초로 연료전지

에 적용한 탄화수소계열 고분자막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sulfonated polystyrene-divinylbenzene co-polymer

membranes으로 NASA의 Gemini 우주선에 적용이 되

었다. 그러나 술폰화된 polystyrnene은 낮은 화학적 안

정성으로 장기 운전에 취약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다. 그

러나, 스타일렌 모노머를 이용한 고분자 합성의 용이성으

로 인하여, 여러가지 고분자막의 연구가 진행이 되었다.

Ballard 사의 BAM과 DAIS 사의 sulfonated styrenee-

thylene-butylene-styrene (SEBS) membrane이 그 대표적

예들이라 할 수 있으며, DAIS 고분자막은 잘 알려진

SEBS block을 이용한 고분자막으로 styrene 부분의 낮은

화학적 안정성으로 60도 이하의 온도와 낮은 출력의 시

스템에 적용하기 위하여 적합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Polyphosphazene-based polymers는 높은 화학적 열적

안정성을 가지고 사이드 사슬에 다양한 구조를 변화

시킬 수 있으며, 가교가 가능한 장점들을 지닌다. 그

러나, Polyphosphazene 고분자막은 함수 상태에서 기계적

안정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가 되었다.63) Polyamide 의

경우, 정확한 술폰화 정도가 모노머에 의해서 정해질 수

있으며, Five-membered ring polyamides의 경우, 술폰

기가 도입될 경우, 가수분해가 진행이 되어 열화되는 정

도가 심하나, naphthalenic polyamide 의 경우 연료전지

구동 조건에서 높은 안정성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64)

여러 가지 탄화수소 고분자막에 대한 연구 중에 가장

널리 연구가 되고 있는 것은 arylene-based 고분자막에

대한 연구이며,65) poly(phenylene ethers), poly(2,6-

dimethyl-1,4-phenylenether), poly(2,6-diphenyl-1,4-

phenylenether), poly(ether sulfones), poly(etherketones),

poly(phenylenesulfides), poly(phenyl-quinoxalines) 등과 같

은 것들이 arylene-based 고분자막을 위한 고분자들이다.

그 중에서 poly(arylene ether ether ketone)이나 poly

(arylene ether sulfone) 등이 화학적 안정성이 높고 연료전

지 구동 조건에서의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되면서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다. Arylene-based 고분자의

경우 축합반응에 의하여 합성이 되며, 각 monomer들의

비율에 따라 서로 다른 block을 가지는 다양한 공중합체를

제조할 수 있다.66) Poly(arylene ethe sulfone) 계열의 고

분자는 다양한 모노머와 또한 ion exchange capacity에

따라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DMFC MEA에 적용되어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었다.67) Poly(arylene ethe sulfone)

고분자막은 그 성능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전극 물질의

개발과 더불어 neat 고분자막의 표면 개질과 같은 후처리

를 통하여 고분자막과 MEA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Fig. 7)

탄화수소계열의 고분자막을 DMFC 에 적용하기 위한

기본 개념은 친수/소수 영역의 상분리이며, 이러한 상분

리는 친수영역에서 메탄올 투과를 줄이면서 수소이온전

도는 향상시킬 수 있는 선택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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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Sulfonated poly(styrene-isobutylene-styrene) (S-

SIBS)와 Nafion 117를 비교하였을 경우, 이온전도도는

S-SIBS 가 낮았지만, 메탄올 선택성은 5~10배 정도인

것으로 보고가 됨으로서 이온전도와 메탄올 투과에 대한

친수/수수 영역의 상분리 조절에 의해 고분자막의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이 되었다.64)

Chitosan 또한 저가격으로 시도할 수 있는 좋은 고

분자 종류이나, 수용액에서의 큰 용해도로 인하여 가

교를 하여 적용을 하기도 하였다.68) 가교된 PEM이나

블렌드도 메탄올투과를 줄이고 화학적 안정성과 치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접근이나, 가교 고분자

막의 경우 다소 brittle 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 유연

한 구조의 아이오노머는 산성의 polymeric acids와

polymeric bases를 블렌드함으로서 얻을 수 있고, 이

온들에 의한 crosslinked network 형성이 가능하다.

산-염기 블렌드 고분자막의 경우 높은 열적 안정성을

보이고 있다. Graft 공중합체 또한 grafted 길이와

graft 정도를 제어함으로서 PEM으로의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하였다.69) 여러 가지 연구에서와 같이 수

소이온고분자막에 대한 연구는 높은 이온전도도, 낮은

메탄올 투과도, 함수 능력 등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는 기능기와 주사슬과의 관계, 수소이온전도 path의

형성 등과 영향이 있다. 많은 ionic moiety를 도입을

통한 높은 이온전도도 확보와 이와 더불어 기계적 물

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고분자 설계와 고분자량을 확보

할 수 있는 중합 기술에 의한 물성의 확보, 친수/소수

phase를 정의할 수 있는 고분자막 등에 대한 연구가

심도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분자량과 기계적 물

성, 후처리 과정, MEA 제조의 용이성 등으로 고분자

막을 평가할 수 있다.27, 66)

4.3. 복합막과 그 이외의 개질

DMFC를 위한 고분자막으로 탄화수소계열의

sulfonated polyarylsulfone이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다.27) 하지만, 아직도 이온전도

도와 메탄올 투과에 대한 모순은 존재를 하고 있으며,

메탄올 투과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이온전도도를 저하

시키는 역효과를 나타낸다. DMFC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하여는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

한 기술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하여 Plasma etching 70)

혹은 palladium film 71)과 같은 메탄올 barrier를 형성

하기 위한 방법들이 시도되었다. Yoon72) 등이 Nafion

막에 Pd 필름을 sputtering 하여 300 nm 이하의 필름

을 형성하여 메탄올 barrier로 작용할 수 있으며 또한

수소이온전도를 유지하는 용도로 적용할 수 있음을 보

고한 바 있다. Nano silica layer 또한 plasma

enhanced chemical vapor deposition (PECVD)

technique에 의하여 Nafion 표면에 silica (10, 32, and

68 nm) 나노 layer를 형성하였다.73) 이 방법으로 제조

된 복합막의 경우 neat Nafion과 비교했을 경우,

7~22% 저하된 이온전도도와 40~70% 감소된 메탄올

투과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고 하고 있다. 표면 개질

을 위하여는 layered double hydroxides (LDH) 또한

적용이 되었다.74) LDH의 다양한 IEC와 조성에 따라

이온전도도와 메탄올 투과도는 다양한 결과를 보여주

고 있으며, 이는 연료전지 성능과도 연결이 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TiO2 layer 또한 barrier로 시도되었다.75)

탄화수소계열의 고분자를 이용한 다양한 형태와 구조

의 복합막이 단일막 혹은 다중막 형태로 개발이 되고

있다.76-79) 

최근 몇가지 종류의 고분자 블렌드가 효과적인 수소

이온전도막으로 보고가 되었다.80-83) Ren 등은84)

sulfonated poly(ether ether ketone) (SPEEK)와

polyvinylidene fluoride (PVDF)의 고분자 블렌드를

보고하였으며, 이온전도도가 낮으나 Nafion에 비해 메

탄올 투과도가 1/20 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SPEEK/polyaniline (PANI) 복합막도 보고가 된 바가

있다.85) 

무기물을 이용하는 것은 메탄올 투과도를 줄이는 효

과적인 방법 중 하나이며, 무기물을 도입함으로써 고

분자막의 메탄올에 대한 swelling도를 저하시킴으로써

메탄올의 투과도를 줄일 수 있으며, 낮은 swelling은

메탄올의 투과를 효율적으로 낮출 수 있다. 무기물을

이용한 복합막에서 무기물은 barrier 및 장애물로 작용

함으로써 메탄올의 확산과 electro-osmotic drag를 감

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나노 크기의

금속산화물이나 heteropolyacid, 층상 무기물 등은 복

합막을 위하여 적용되고 있는 무기물들이다. 

유기-무기 시스템은 1994년 Watanabe에 의해서 처

음으로 보고되었으며, 금속산화물을 이용하여 함수율

을 높이고자 한 시도였다.86) 그 후, Antonucci et al.
87)에 의해 고온의 DMFC 에 적용이 되어, 350 mA

Fig. 7. Poly(arylene ethe sulfone)의 화학적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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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2 at 0.5 V의 출력 밀도를 얻은 바 있다. Mauritz

(88)는 솔젤 공정에 의하여 이온 cluster에 SiO2를 함

침시키는 방법으로 접근을 하였다.89-92) 또한 아이오노

머 고분자막과 용액을 이용한 다양한 접근들이 제안

이 되어 진행이 되었다.93-96) Nunes 등은 다양한 무기

물에 대한 고분자막의 영향을 보고하였으며, SPE과

SPEEK에서 메탄올 투과도 감소에 큰 역할을 하는 것

으로 결과를 얻었다.97) 다양한 무기물을 포함한 복합

막은 이온전도도와 메탄올 투과도의 비율로 표현되는

고분자막의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연구가 진행이

되어왔으며, 무기물의 모양, 크기, 양 등과 DMFC 의

성능의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또한 복합막 제조 공정

도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강하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5. 결 론

DMFC를 위한 PEM은 불소계, 탄화수소계 및 이를

응용한 복합막 등으로 연구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으

며, 이온전도도를 증가시키고 메탄올 투과율은 감소시

키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또한 시스템 적용을

위해서는 PEM의 물에 대한 투과율도 중요한 성능 지

표라 할 수 있다. PEM 개발이 응용 측면에서 고려되

어야 할지라도 메탄올 투과는 중요한 인자이며 해결

하여야만 하는 기술적 이슈이다. 메탄올 투과를 감소

시키기 위하여, PEM은 메탄올의 흡착, 확산, 탈착에

대한 단계별 메탄올 투과를 줄여야 한다. 탄화수소계

열의 강직하며 swelling이 낮은 성질은 메탄올의 흡착

과 확산을 줄인다. 탄화수소계열 고분자막은 그러한

강직성으로 이온전도도의 확보를 위하여, ionic 그룹의

stiffness 와 분포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ionic phase에 의한 hydrophilic phase와 non-ionic

phase에 의한 hydrophobic phase의 제어를 통하여 이

온전도도와 메탄올 투과를 제어할 필요성이 있으며,

작은 크기의 hydrophilic phase는 메탄올 투과를 감소

시키며, block co-polymer를 통한 ionic cluster 형성

과 microphase separation 유도는 이를 통한 DMFC

PEM의 좋은 대안이라 할 수 있다. 몇 종류의 블락

공중합체 시스템들이 보고는 되어있으나, DMFC를 위

한 PEM 으로는 정의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다.98) 

이온전도도와 메탄올 투과도의 비율로 표현되는

PEM의 성능은 active 시스템이나 semi-passive 시스

템에서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PEM은 DMFC 시스템의 적용과 응용분야에 따

라 달라질 수 있다. DMFC 시스템의 높은 에너지 밀

도와 연료 전지 효율을 위하여 양극에서 생성된 물은

음극의 연료로 재사용되어야 하는 것은 필수적인 요

소이다. 물관리 측면에서 active와 semi-passive 시스

템을 위한 PEM은 높은 이온전도도와 낮은 물과 메탄

올 투과도를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passive 시스

템에서의 PEM은 높은 이온전도도, 낮은 메탄올 투과

도와 높은 물 투과도를 지님으로서 MEA의 저항을

줄여야 할 것이다.99,100) 모바일 기기를 위한 DMFC를

위한 PEM의 경우, 시스템의 형태에 따라 PEM의 요

구 사항이 파악이 되어야 하며, MEA 성능 측면으로

PEM의 성능을 재해석하여야 할 필요성이 요구가 된

다. 즉, MEA 성능 극대화와 장기 운전 측면에서

PEM은 MEA 저항 최소화를 위하여 접근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humidity 및 heat 제어 기술과의

integration 이 필요하다. 또한 개발된 PEM의 성능 확

보를 위하여는 전극 형성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이 이

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연구는 PEM 기술과

전극 기술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이다. 새로운

재료의 개발은 재료 자체만의 대체로 완성될 수 없는

기술이며, 이를 위한 주변기술의 적극적인 시너지 효

과에 따라 극대화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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