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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개인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관심은 언제, 

어디서든 개인의 건강진단이나 환경진단을 수행할 

수 있는 POC(Point-of-Care) 소자와 LOC(Lab-On-a-

Chip)의 개발로 이어져 왔다. 이러한 POC/LOC 

소자중 대부분은 미세유체소자를 포함하고 있으며, 

마이크로 시스템 분야에서도 새로운 기능을 가진 

미세유체소자의 연구개발이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구동하기 위한 파워소자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3) 

특히, DNA 분석, 혈액분석을 위한 미세유체소자, 

혈당량 측정과 같은 인체 바이탈(vital)을 감지하는 

의료진단용 미세유체소자들은 대부분 일회용이며, 

데스크탑 형태의 리더기(reader)를 사용하여 측정 

결과를 확인하고 있는데, 반응시간이 10 분 내외로 

짧고 수㎽급의 전력만이 요구되는 것에 주목할 

만하다.(4,5) 다시 말해, 이러한 일회용 미세유체소자 

Key Words : Tubular PEMFC(튜브형 고분자전해질 연료전지), Hydrogen Generator(수소발생소자), 

Disposable Power Generator(일회용 전원소자)  

초록: 본 연구에서는 미세유체소자의 전원소자로 적용하기 위한 일회용 수소발생소자와 튜브형 고분자전해질 

연료전지로 구성된 일회용 전원소자에 관한 것이다. 튜브형 고분자전해질 연료전지는 1.52 ㎜의 직경을 가지며, 

수소발생소자는 알루미늄과 5M 수산화나트륨의 반응을 통해 수소를 발생시켜 튜브형 고분자전해질 연료전지로 

공급하게 된다. 단위 튜브형 고분자전해질 연료전지는 순수한 수소에 대해여 0.81V 의 개방전압과 0.35V 에서 

16.4 ㎽/㎠의 최대전력밀도를 나타내었으며, 수소발생기는 15 분 동안 11.6 ㎖의 수소를 생성하였다. 튜브형 

고분자전해질 연료전지와 수소발생기가 결합된 일회용 전원소자는 아무런 주변장치 없이 10 분 동안 1.06 ㎽ 

(0.46V)의 일정한 전력을 발생하였으며, 3 개가 직렬로 연결된 고분자전해질 연료전지는 10 분 동안 

LED(2.5㎽@1.8V)를 동작시켰다. 

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 disposable power generator for microfluidic devices; the power generator has a tubular 

PEMFC and a H2 generator. The tubular PEMFC has a tubular MEA (diameter: 1.52 mm) that is supported by a spiral wire 

electrode. The H2 generator supplied H2 to the tubular PEMFC; H2 was generated via the reaction of Al foil (27 mg) and 5 M 

NaOH (0.12 ml). The open circuit voltage and power density of a unit cell of the tubular PEMFC were 0.81 V and 16.4 

mW/cm2 (0.35 V), respectively. The H2 generator generated 11.6 ml H2 for 15min. The power generator was continuously 

operated for 15 min at 0.64 mW (0.71 V) and for 10 min at 1.06 mW (0.46 V). We experimentally verified that it is feasible to 

use the proposed power generator as a power source for microfluidic devices; in the experiment, an LED (2.5 mW; 1.8 V) 

was lit for 10 min by using three serially connected TPEMFCs and one H2 gen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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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 필요시 수㎽급의 전력을 10 분 내외로 공급이 

가능한 파워소자가 결합된다면, 진정한 POC 개념의 

의료진단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일회용 파워소자로 MEMS 기반의 

고분자전해질 연료전지(PEMFC; Proton Exchange Fuel 

Cell), 직접메탄올연료전지(DMFC; Direct Methanol 

Fuel Cell), 미세유체 연료전지(micro-fluidic fuel 

cell)를 고려할 수 있는데, 고분자전해질 연료전지의 

경우, 높은 효율과 출력에 비해 복잡한 구성요소와 

높은 가공비용에 의해 일회용으로 사용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으며, 직접메탄올 연료전지의 경우에는 

메탄올의 높은 에너지밀도에 비해 낮은 에너지 

효율로 인한 큰 크기와 메탄올의 환경 문제가 

일회용으로 사용하는데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6) 

최근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미세유체 연료전지는 

연속적으로 유체를 흘려 보내야 하는 문제와 

수㎼의 낮은 출력이 수㎽급에는 적합하기 않다.(7) 

또한 기존의 초소형의 연료전지의 경우 수~수십㎜ 

크기를 가지는 소자들의 크기에 맞추기 위해서 

복잡한 마이크로 가공기술을 요구하기 때문에 높은 

가공비용에 따른 일회성으로써의 가격 경쟁력이 

낮다.(8,9)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다층 평판 형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의 복잡한 구조를 단순화하기 위해 

튜브형 고분자전해질 연료전지를 제안하였고, 

수소발생소자를 결합하여 부가 장치 없이 

독립적으로 필요 시에만 미세유체소자 들에 10 분 

내외의 전원 공급이 가능한 수㎽급 일회용 

파워소자를 개발하였다. 제안되는 튜브형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는 전해질막-촉매 접합체(MEA: 

Membrane Electrode Assembly)를 튜브형태로 설계하여 

MEA 튜브를 직접적인 수소공급의 채널로 

사용하여 단순한 구조를 가지는 장점이 있다.(10) 

수소발생소자는 친환경적이며 값싼 알루미늄과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전력이 요구되는 순간에 

반응시켜 수소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동작이 가능하며, 반응이 끝난 수소발생소자는 

교체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2. 설 계 

2.1 파워소자의 설계 

Fig. 1 은 튜브형 고분자전해질 연료전지와 수

소발생소자가 연결된 파워소자의 투시도를 나타

낸다 . 수소는  수소발생소자에서  발생되어  공급

되고 ,  산소는  공기  중  산소를  이용하게  된다 . 

수소발생소자는 알루미늄과 수산화나트륨이 반 

Anode (─)

Cathode (+)
AirH2 su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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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ter cha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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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MFC

Hydrogen

generator

 
 

Fig. 1 Schematic view of the power generator with 
tubular PEMFC and H2 generator. 

 

응하는 수소발생 챔버와 수소발생시 발생하는 

수분을 제거하기 위한 수분필터 챔버로 이루어

져 있다. 전체적인 크기는 일회용임을 감안하여 

2cc(10 ㎜×10 ㎜×20 ㎜)보다 작게 설계하였다. 

 

2.2 튜브형 고분자전해질 연료전지의 설계  

Fig. 2(a)는 튜브형 고분자전해질 연료전지의 개

략도를 나타내는 그림이다. 일반적인 고분자전해

질 연료전지는 채널이 형성된 분리판을 MEA 에 

밀착시켜 수소를 공급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복

잡한 구조는 높은 비용의 가공기술을 요구하게 된

다. 본 연구에서는 MEA 가 튜브형상으로 이루어

져 수소공급 채널 역할을 함께 수행하도록 하여 

가스확산층(GDL; Gas Diffusion Layer)이 없는 가장 

단순한 구조로 설계함으로써, 기존의 평면형태의 

고분자전해질 연료전지보다 구조적으로 간단하다.  

또한, 외부 공기가 공급되는 부분도 튜브 외부 

표면 전체가 사용되므로 반응에 필요한 공기 중 

산소가 보다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하였다. MEA 

튜브는 나선형 와이어에 의해 지지되어 튜브형상

을 유지하고 있으며, 나선형 와이어는 수소측 집

전 전극(current collecting electrode) 역할을 일부 수

행한다. 수소측 및 공기 측 집전 전극은 모두 MEA 

위에 직접 은 페이스트(Fujikura Kasei Inc.)를 사용하여 

형성하였으며, 그 형상을 전체 면적에 대한 집전 전

극의 면적 비에 따라 2-line collecting(20%), 3-line 

collecting(30%), 4-line collecting(40%) 그리고 mesh 

collecting(65%)의 4가지 타입으로 설계하였다. 자세한 

집전 전극의 형상은 Table 1 에 나타내었다. MEA 

튜브 양 끝단은 제작이 쉬운 PDMS (Polydimethy-

lsiloxane)를 이용하여 수소발생소자로부터 발생된 

수소 공급용 채널과 연결할 수 있도록 플러그를 

형성하였다. 일반적으로 PDMS 는 가스 투과성을 

가지지만, 동작시간이 10 분 내외로 짧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영향은 고려하지 않았다. 설계된 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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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고분자전해질 연료전지의 한쪽 끝단은 수소공

급을 위한 채널을 연결하고 다른 쪽 끝단은 다공

성 멤브레인으로 막아 MEA 튜브 안의 수소압력

을 유지하며 반응하지 않은 수소가 빠져 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2.3 수소발생소자의 설계  

Fig. 2(b)은 제안되는 수소발생소자의 단면을 보

이고 있다. 수소발생소자는 수소 발생시 높은 반

응성에 의해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이 채널을 따라 

튜브형 고분자전해질 연료전지까지 공급되어 연료

전지를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수소와 

수분의 분리를 위해 수소발생 챔버와 수분필터 챔

버로 구성되어있다. 두 개의 챔버 사이에는 다공

성 멤브레인을 두고 접합되어 있다. 수소발생 챔

버에서 생성된 수소는 상부와 하부 챔버 사이의 1

차 다공성 멤브레인에 의해 1 차적으로 수분이 제

거되고, 수분제거 챔버에서 대부분의 수분이 제거

되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2 차 다공성 멤브레

인에서 남아 있는 수분이 모두 제거되도록 하였다.  

수분제거 챔버 안에는 수분제거를 위해서 롤 형상 

의 필터페이퍼를 사용하였다. 수소발생 챔버와 수

분제거 챔버는 SUS 관을 이용해 연결하였다. 수

소발생은 지속적인 반응이 가능한 알루미늄 포일

과 5 몰 수산화나트륨(5M NaOH) 조합을 사용하였

으며, 반응식은 다음과 같다. 
 

2Al+6H2O+2NaOH → 2NaAl(OH)4+3H2↑ (1)

NaAl(OH)4 → Al(OH)3↓+NaOH 
(2)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의 양은 알루미늄 포일 27mg

이 완전 반응하는데 요구되는 최소량인 0.12ml 을 주

입하였으며, 농도는 L. Soler 등(11)의 연구에서 최적화

된 농도인 5.75M 을 기준으로 본 연구에서는 5M 의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사용하였다. 위의 반응식 (1)

과 (2)를 통해 계산되는 이론적 최대 수소발생량은 

약 14.6㎖이다. 수산화나트륨을 공급하였을 때, 알루

미늄 포일과 균일하게 접촉하도록 하기 위해서 알루

미늄 포일과 필터페이퍼(Whatman Ltd.)를 겹쳐 놓고 

둥글게 말아서 롤 형상으로 제작함으로써, 공급된 

수산화나트륨이 필터페이퍼를 따라 모세관력에 의해 

빠르게 흡수되어 알루미늄 포일 전면에서 일정하게 

반응이 일어나도록 하였다. 

3. 제작공정 

Fig. 3 은 제안된 튜브형 고분자전해질 연료전지의 

제작공정을 나타내고 있다.  먼저, MEA(Gore Inc.  

Table 1 Types of tubular PEMFCs according to shapes 
of current collecting lines. 

*Active area (gray) 

Type1 Type2 Type2 Type2 

2-line(20%) 

 
*0.56㎠ 

3-line(30%) 

 
*0.49㎠ 

4-line(40%) 

 
*0.42㎠ 

Mesh(65%) 

 
*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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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nel : Ø1.40㎜

Ø1.52㎜

(a)

 

 

Ø670㎛

NaOH

(5M, 0.12㎖)

Al+Filter-paper roll

Al : 27㎎

Filter-paper

Ø7㎜

H2

Humidity filter

Chamber

Hydrogen Generation

Chamber

1st
pre-filter

2nd
pre-filter

(b)

 

 

Fig. 2 Configuration of a tubular PEMFC(a) and a H2 
generator(b) 

 

Primea-5710, Pt:0.4㎎/㎠) 위에 Table 1과 같이 4가지 

형태의 집전 전극을 은 페이스트(Fujikura Kasei 

Inc.)로 형성한 뒤, Fig. 3(a)와 같은 직경-240 ㎛인 

금속 와이어로 제작된 나선형 코일 위로 미리 제

작된 MEA 를 접합하여 Fig. 3(b)와 같이 직경 1.52

㎜의 튜브형상으로 만든다.  이때 MEA 가 겹쳐지

지 않도록 1 ㎜ 간격을 유지하고 떨어져 있도록 

한다. 사용된 MEA 의 크기는 18 ㎜×6 ㎜, 두께는 

48 ㎛로 Gore 사의 Primea-5710 를 사용하였으며, 

촉매는 백금(Pt)으로 0.4 ㎎/㎠이 양면에 균일하게 

처리되어있다. Fig. 3(c)과 같이 MEA 하단을 PDMS 

(Sylgard-184, Dow Corning Inc.)를 이용하여 접합함

으로써 튜브형상을 완성한다.  10:1 PDMS 를 사용

하여 75℃에서 3 시간 경화시켜 접합 공정을 수행

하였다. 제작된 MEA 튜브는 Fig. 3(d)와 같이 외부 

연결을 위한 금속 와이어를 은 페이스트를 이용하

여 접합하고, 마지막으로 Fig. 3(e)와 같이 MEA 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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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 양단에 수소공급을 위해 직경이 1.4 ㎜인 채널

을 가진 PDMS 플러그를 제작하여 튜브형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 단위셀을 완성한다. 

Fig. 4는 제안되는 수소발생소자의 제작공정을 보이

고 있다. 수소발생소자는 제작과 취급이 용이한 

PDMS로 제작되었으며, 10:1 PDMS를 사용하였다. 먼

저 높이 2.8 ㎜, 직경 7 ㎜의 상부챔버와 높이 5.75 ㎜, 

직경 7 ㎜의 하부챔버를 670 ㎛직경의 금속와이어와 

폴리머 몰드를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수소발생소자에 

사용된 채널은 모두 직경이 670 ㎛로 설계하였다. 수

소발생 챔버와 수분필터 챔버는 각각 알루미늄 포일

(두께-18 ㎛, 27 ㎎)-필터페이퍼 롤과 필터페이퍼 롤을 

각각 하부 챔버에 삽입한 뒤, 상부챔버와 하부챔버는 

다공성 멤브레인(Micro-Pore, 3M Inc.)을 사이에 두고 

PDMS를 1500rpm으로 얇게 코팅하여 150℃에서 3시

간 경화시켜 접합함으로써 완성하였다. 알루미늄-필터

페이퍼 롤은 높이가 4 ㎜이며, 이는 펼쳤을 때 4 ㎜

×64 ㎜의 직사각형이 된다. 제작된 수소발생 챔버와 

수분필터 챔버를 700㎛ 직경의 SUS 관으로 연결하여 

수소발생소자를 완성하고, 마지막으로 수소발생소자

와 튜브형 고분자전해질 연료전지를 동일한 700 ㎛ 

직경의 SUS튜브로 연결하여 파워소자의 제작을 완료

하였다.  Fig. 5 은 제작된 일회용 파워소자를 1 센트 

동전과 함께 촬영한 사진을 나타낸다. 

4. 실험방법 및 실험결과 

4.1 실험방법  

실험에서는 편의성을 위해서 외부에서 수산화나트

륨 수용액을 정밀 펌프(KD Scientific, KDS101)를 사용

하여 10 초 동안 공급하고 공급용 채널을 플러그로 

막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실험은 튜브형 고분자전해

질 연료전지 단위셀의 특성평가, 수소발생소자의 수

소발생률평가, 단위 파워소자 성능평가 그리고 직렬 

연결된 파워소자의 성능평가 순으로 진행하였다.  

먼저, 연료전지 평가시스템을 이용하여 튜브형 

고분자전해질 연료전지만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12℃, 상압 조건에서, 20 ㎖/min 의 유량으로 순수 

수소를 공급하여 4 가지 서로 다른 형태의 집전 

전극형상을 가진 튜브형 고분자 연료전지의 성능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전압과 전류는 100kΩ 에서 

1Ω 까지 30 단계로 이루어진 저항변화를 통해 각

각 National Instruments 사의 NI USB-6251 DAQ 와 

Agilent 사의 34401A digital multimeter 를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측정하였다. 튜브형 고분자전해질 연

료전지의 분극곡선(polarization curve)은 각 저항 단

계에서 10초간 유지하며 측정하였다.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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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MS

PDMS

MEA  a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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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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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Fabrication process of a tubular PEM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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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Fabrication process of a H2 gen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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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Photograph of a power generator which consists 
of a H2 generator and a tubular PEMFC 

 

수소발생소자를 이용한 실험에서는 먼저 수소의 

발생량을 측정하여 파워소자의 동작시간을 예측하

였으며, 이는 생성된 수소를 수상치환을 통해 포

획한 뒤 실시간으로 촬영하여 측정하였다.  다음

으로, 수소발생소자와 튜브형 고분자전해질 연료

전지가 결합된 파워소자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

여 제안된 4 가지 타입의 튜브형 고분자전해질 연

료전지 중 가장 높은 특성을 보인 셀을 이용하여 

그 특성을 평가하였다. 파워소자의 성능평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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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Ω, 200Ω, 800Ω 의 로드저항을 인가하여 시간에 

따른 전압과 전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였다.  

마지막으로 3 개의 튜브형 고분자전해질 연료전

지가 직렬로 연결된 스택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서 LED(2.5 ㎽@1.8V)를 연결하여 시간에 따른 동

작특성을 전압, 전류와 함께 측정하였다. 

 

4.2 실험결과  

Fig. 6 은 기존의 연료전지평가 시스템으로 측정된 

4 가지 타입의 튜브형 고분자전해질 연료전지의 분

극곡선을 나타내고 있다. 개방전압(OCV, Open Circuit 

Voltage)는 4 가지 타입 모두 약 0.80~0.85V 가량 나

타났으며, MEA 위에 제작된 집전 전극 형태에 따라 

전류의 크기가 서로 다르게 나타났는데, 2-line 

collecting, 3-ling collecting, 4-line collecting 그리고 mesh 

collecting 전극을 가진 연료전지가 각각 0.32V 에서 

3.7 ㎽/㎠, 0.37V 에서 9.8 ㎽/㎠, 0.25V 에서 14.6 ㎽/㎠ 

그리고, 0.35V에서 16.4㎽/㎠의 최대전력밀도를 각각 

나타내었다. 가장 높은 최대전력밀도를 나타낸 타입

은 mesh-collecting 타입이었으며, 집전 전극의 라인이 

늘어나면서 같은 전압을 기준으로 발생되는 전류밀

도가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이는 MEA

의 높은 측 방향(lateral direction) 전기저항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제안된 튜브형 고분자전해질 연료

전지가 기존의 고분자전해질 연료전지에서 집전 전

극 역할을 수행하는 GDL 층이 없어 더욱 분명한 특

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용한 MEA 의 측 

방향 전기저항은 1.5kΩ/㎝의 높은 값으로 측정되었

다. 

수소발생소자에 사용된 27 ㎎의 알루미늄은 이

론적으로 완전 반응시, 40 ㎎의 수산화나트륨이 요

구되며, 33.6 ㎖의 수소를 발생하게 된다. 본 실험

에서 주입된 0.12 ㎖의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양은 

완전 반응에 필요한 양의 43.5%이므로 이론상 최

대 수소발생량은 14.6 ㎖이다. 실제 반응을 통해 

생성된 수소발생량은 평균 11.6 ㎖로 수소발생소자

간에 약 3 ㎖의 오차를 나타내었다. 이는 반응시 

발생되는 압력으로 수분 흡수 필터로 수용액이 넘

치면서 반응식 (2)에 의해 재 반응되는 수용액량 

의 차이가 주된 요인으로 판단된다.  

발생되는 수소는 수산화나트륨 주입 후 30 초 

동안은 천천히 반응하다가 1 분 뒤부터 급격히 반

응하여 2 분간 지속하며, 이때 최대 수소발생률은 

7㎖/min 에 달하게 된다. 이후, 0.5~1㎖/min 이하의 

낮은 수소발생률을 보이면서 약 15 분간의 발생지

속시간을 보였다.   

다음으로, 수소발생소자와 튜브형 고분자전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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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Polarization curve of four different types of a tubular 
PEMFC using pure H2 of 20㎖/min and air at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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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Operation time of single power generator using a 

tubular PEMFC of mesh collecting type and H2 
generator at ambient condition 

 
연료전지가 결합된 파워소자의 성능평가는 분극곡

선 실험에서 가장 높은 전력밀도를 나타낸 mesh-

collecting 타입의 튜브형 고분자전해질 연료전지를 

사용하여 진행하였다.  실험은 수산화나트륨 수용

액을 주입하여 안정된 개방전압에 도달한 후 회로

를 폐쇄시켜 로드저항에 따른 전압 및 전류를 측

정하였다.  Fig.7 은 50Ω, 200Ω, 800Ω 의 로드저항

에 대해 측정한 시간에 따른 전압 및 전류 특성을 

나타낸다.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주입 후 약 1 분 

이내에 급격히 OCV 값이 0.8V 부근으로 상승하

여 유지됨을 확인하였다. 이후 개방회로를 폐쇄시

켜 로드저항을 인가시키면 특정시간까지 일정한 

전압과 전류가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압 및 전류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지속시간은 

800Ω (0.64 ㎽=0.71V×0.90mA)의 로드저항에서 약 

15 분, 200Ω(1.06 ㎽=0.46V×2.30mA)의 로드저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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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LED lighting test using serially connected 3-

TPEMFCs with single H2 Generator 

 

서 약 12 분, 50Ω(0.9 ㎽=0.21V×4.27mA)의 로드저

항에서 약 10 분으로 평균 10 분 이상의 일정한 동

작성능을 나타내었다. 200Ω 의 로드저항을 인가한 

경우 Table 1에 나타낸 반응면적을 고려하여 전력

밀도로 환산하게 되면 0.46V 에서 4.42 ㎽/㎠ 이며, 

이는 순수한 수소를 이용하여 측정한 분극곡선

(Fig. 8)의 측정결과인 0.48V 에서 12.11 ㎽/㎠의 

37%에 해당하는 출력으로 알루미늄과 수산화나트

륨 수용액의 반응을 통해 생성되는 수소의 낮은 

수량과 수분에 의한 영향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Fig. 8은 직렬 연결된 3개의 튜브형 

고분자전해질 연료전지(mesh collecting 타입) 스택

의 성능을 평가한 실험결과로 POC/LOC 소자의 요

구 전력과 비슷한 LED(2.5 ㎽@1.8V)를 연결하여 

시간에 따른 동작특성을 전압, 전류와 함께 측정

하였다.  OCV 는 2.4V 부근으로 0.8V 의 OCV 를 

나타내는 단위셀 3 개를 직렬 연결한 특성을 정확

하게 나타내었으며, LED 를 동작시키는 시간은 약 

10 분으로 평가된다. 그 동안 전압은 거의 일정하

게 1.88V 로 유지되지만, 전류가 일정하게 감소하

다가 LED 동작시간 10 분 후부터 급격하게 감소

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수소발생소자에서 생

산되는 수소가 15 분 가량 유지됨을 미루어 볼 때 

공급되는 수소가 부족함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

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다층 평판 형 고분자전해

질 연료전지의 복잡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튜브

형 고분자전해질 연료전지를 제안하였고, 튜브형 

고분자전해질 연료전지를 수소발생소자와 결합하

여 미세유체소자기반의 POC 센서나 LOC 의 전원

공급을 위한 일회용 파워소자를 개발하였다. 튜브

형 고분자전해질 연료전지 단위셀은 0.81V 의 

OCV(Open Circuit Voltage)와 0.3V 에서 16 ㎽/㎠의 

최대전력밀도를 나타내었다. 수소발생소자는 약 

15 분간 총 11.6 ㎖의 수소를 생성하였다. 실험결과

에 따르면 수소발생소자를 통해 생성된 수소는 튜

브형 고분자전해질 연료전지에 공급되어 0.64 ㎽

(0.71V)와 1.06㎽(0.46V)의 전력을 각각 15분과 10

분 동안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또한, 3 개의 단위셀을 직렬로 연결한 스택은 수소

발생소자와 함께 약 10 분간 LED(2.5 ㎽@1.8V)를 

동작시켜, POC/LOC 의 전력원으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실험을 통

해 제안하는 일회용 파워소자가 외부의 부가적인 

에너지공급 없이 수 ㎽의 전력을 생산하여 POC

센서나 LOCs 등 일회용 stand-alone 타입의 마이크

로 시스템의 전력원으로 사용 가능함을 검증하였

다. 향후, 알루미늄과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은 같은 

챔버 안에서 깨지기 쉬운 세라믹 멤브레인을 경계

로 분리되어 있다가 필요시 멤브레인을 깨뜨림으

로써 혼합하여 수소를 발생시키는 on-demand 형태

로 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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