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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 연료 지 에서 PEMFC(polymer electrolyte membrane fuel 

cell)는 상업화 단계로 어들었다고 보고 있다. PEMFC는 막

극 합체(MEA)와 지지  등으로 구성되는 셀과 이를 여러 개 

겹쳐서 스택으로 하여 필요한 기용량을 출력하는 지이다.

○ 연료 지 기술의 상업화는 가와 고성능  내구성 재료로 성

립되어야 한다. 연료 지(FCs)는 복합 인 구조와 스 일의 산

물로서 이의 물리  거동과 성능개선을 이해하는 지식은 화학, 

기화학, 유체역학, 열/ 기/기계공학 등이다. 

○ FC성능은 재료, 구성품, 단셀, FC스택, 완제품에 따른 상이한 

조성과 기하학에서 오는 서로 다른 물리  상에 크게 의존한

다. 따라서 지향하는 개발은 기본  도메인, 재료, 매, 해질

과 BOP로 최후의 운 조건, 부하 류 사이클 등이 목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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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MFC에 사용하는 Pt 매는 고가이다. 그러나 이를 체코자

하는 Pt합 , 비 백 매 등은 ORR(oxygen reduction 

reaction)반응에서 안정성과 활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매와 

극 미세구조를 최 화하기 한 Pt로딩 감이 요하다. 이

것은 나아가서 무 백 매 개발, 신 제법과 매확산법 개발 

 극 표면의 질량 이동 증가기법 개발이다.

○ MEA의 제작기법은 기존의 방법으로 CCG(catalyst coated gas 

diffusion media)법과 CCM(catalyst coated membrane)법이 주

류를 이룬다. CCG법은 기존의 방법으로 매층을 GDM(gas 

diffusion media) 에 만들고 해질막을 2개의 매/GDM층 

사이에 샌드 치처럼 끼워 넣는다. 

○ CCM법은 기존의 방법에서 보다 진 된 방법으로 CCG에서 문

제가 되는 열처리를 생략하여 어닐링하거나 열처리를 시행하는 

경우도 같이 병행한다. 최근의 경향은 CCM법이 다소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 PEMFC의 제작에서 요한 은 PEMFC의 성능은 MEA의 구

조인자, 운 인자에 향 받는다. 운 인자는 FC와 가습기의 

온도, 압력, 유속, 연료와 산화제 가스의 상 습도이고 ME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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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인자는 PEM의 두께, Pt와 Nafion 이오노머의 로딩양, 

GDL의 담체의 최종형태이다.

○ 효과 인 MEA는 정확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즉 반응 가

스는 가스채 인 GDL을 통과하여 매층으로, 양자는 애노드

측 매층에서 막을 통과하여 캐소드측 매층으로, 집 체로

부터의 자는 GDL을 통하여 매로, 매층에서 생성된 가스

는 GDL을 통하여 가스채 로 무리 없이 이동해야 한다.

○ 이를 최 화하는 기법으로 운 인자는 Taguchi법이 리 통용

되고 있다. 구조인자는 운 변수가 아니어서 MEA생산 이 에 

최 화되어야 한다
(1)
. 

○ 이와 같이 막과 매로 되는 MEA, 가스확산층, 유체장 등을 

조립하는 공정기술과 스택기술이 국내의 수작업 실에서 앞으

로는 자동화로 가야한다. 이 과정은 제작의 메인스트림에 여러 

개의 지선이 있고 각 과정에 특수 장비가 동원되는데 국내 기

술은 아직 기단계로서 이 분야의 개척과 더불어 련정보가 

요구되고 있다. 이보고서는 이 명제에 한 해답을 제시한다.



4

제2장

촉매 제조

1. 개요

○ 매개발에 한 새로운 기술 발표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최

근 PEMFC는 시범단계에서 상업화로 진 되고 있는데 그럼에

도 불구하고 획기 인 가화와 기술  도 이 아직 남아있다. 

○ 극 가화는 

   - 백 입자 컨트롤로 로딩을 이는 것 

   - 보다 효과 인 MEA의 제조 

   - 고온용 막 개발로 매활성을 높여 로딩을 이는 것

   - Pt이외 다른 매재료 개발이다. 

○ Pt 로딩 감은 미국 에 지부(US DOE)는 장기목표에서 50kW

스택의 캐소드 Pt 로딩은 0.05mg/cm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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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t 로딩감소는 Pt 활성사이트의 활성, 층의 박막(10nm 이하), 

소량, 카본지지 나노입자의 Pt를 도입하는 것이다.

   - PEMFC의 체 코스트에서 극은 40%, Pt는 1.7%를 차지

한다. 

   - PEMFC의 MEA 코스트와 무게  부피를 여야 한다.  

○ MEA의 개발 

   - 새로운 구조개발을 통한 Pt 매의 효율개선, 

   - 해질막 에 매 박막석출, 

   - Pt 로딩 감과 매층의 최  Nafion 함량의 연구

2. Pt 촉매 제법

가. 비 착성 증착(electroless deposition, ED)법

○ ED법은 자동 매공정으로 활성기 이나 매활성제를 처리한 

기 에 속염을 장치하고 이를 환원시켜 매로 한다. 최근 

ED는 선택 이며 균일한 계속 이 이 가능한 것이 연구되

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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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폴리올 공정

○ 폴리올 공정의 장 은 에틸 리콜 같은 폴리올은 용매와 환

원제로 동시에 사용된다. 한 나노메탈 우더와 나노와이어

를 제조하는데 사용하고 폴리머 안정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다
(3)
. 

<그림 2-1> 상이한 NaOH농도와 가스분 기에서 제작된 MEA의 성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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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석법(electrodeposition method)

○ Pt/SWNT를 3단 공정으로 제조한다. 첫 단계는 표면 능그룹

을 생성하기 하여 SWNT 페이스트를 미네랄오일과 섞어 테

론튜 에 넣고 Na2SO4속에서 를 가하여 기화학 으로 

활성화시킨다. 2단계는 팔면체 Pt(Ⅳ)를 형성하기 해 K2PtCl4 

+K2SO4 수용액을 를 걸어 시행한다
(4,5)
. 

<그림 2-2> CNT 에 Pt나노입자의 3단계 기화학 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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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스퍼터-증착법

○ 0.4mg/cm2 Pt 극 에 0.05mg/cm2의 Pt필름을 증착한 극의 

산소환원 반응속도의 시험에서 Pt 증착하지 않은 극보다 활

성면 이 2배, 류 도가 4배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높은 

류 도 역에서는 증착 극이 높은 ORR 를 보 는데 낮

은 질량이동 과 압 때문으로 단된다
(6)
. 

마. γ-조사법

○ 최근 PtRu/C 매를 물/에틸 리콜 매체에서 만들어 연료

지에 용하 다. 에틸 리콜은 환원력과 나노입자의 성장을 

막는 안정제 역할을 한다. 이때 용하는 γ-조사법은 환원제 

없이 콜로이드 속 나노입자를 만들고 CNT 표면 에 히드록

실이나 카르보닐 같은 능기를 생성한다(7). 

바. 마이크로에멀션법

○ 일반 으로 혼합물은 이소옥탄에 녹인 계면활성제(Berol 050, 

Azko Nobel) 20wt%, 물 5-10wt%로 구성된다. 혼합물 Pt-Ru, 

Pt-Pd입자를 만들기 하여 염화백 산, 염화팔라듐, 염화루테

늄 수용액을 마이크로에멀션 용액으로 사용한다. 상온에서 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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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진으로 속염을 환원하면 속산화물 입자를 형성한다. 

여기에 테트라하이드로푸란과 음 처리로 에멀션의 안정성을 

깨면서 카본담체 의 입자를 얻는다(8). 

<그림 2-3> 마이크로에멀션 매의 4개 MEA의

 분극커  (40% Pt/C)

사. AAD(aerosol assisted deposition method)

○ AAD법은 습식화학법과 완연히 다르게 처리 없이 기 에 직

 증착한다. Paschos 등은 Pt 나노입자를 합성하기 하여 직

경 2인치, 비진공, 맞춤설계의 쿼츠 반응기를 설계하 다. 반응

기는 음  분무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구체 안개를 증발온

도에서 생성한다. 반응기는 공정안정성, 재 성, Pt순도를 해 

정  컨트롤 디자인으로 되어 있다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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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Pt나노입자 합성 반응기

아. Pechini법

○ 속염을 EG와 CA혼합물에 녹여 속이온이 균일하게 분산된 

폴리에스터 네트워크를 만든다. 이 용액을 담체 에 올리고 

보통 정온도에서 소성하여 속산화물 박막을 얻는다. 폴리

머 구체법(PPM)의  하나의 장 은 (NH3)4PtCl2를 직  분

해하는 것인데 상온에서 온 분해함으로 H2나 NaOH같은 환

원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이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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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임계 증착법

○ 임계유체(SCF)를 사용하는 장 은 SCF를 온도와 압력의 조

정으로 쉽게 성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에 있다. 이 방법은 

카본담체로 VXR, MWCNT 등을 사용하여 scCO2증착법으로 

Pt를 침윤시켰다. 열처리한 카본담체를 여과지로 만든 주머니

에 넣고 량의 PtMe2COD 구체를 용기에 넣고 젓는다. 이

는 하며 343K로 가열하면서 scCO2에 압력을 가하며 시린

지 펌 로 가한 후 구체 흡착량을 평량한다
(11)
. 

<그림 2-5> 임계증착법 실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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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수열법(hydrothermal method)

○ 수열법은 보통조건에서 잘 녹지 않는 재료를 녹이기 해 고온 

고압 하에서 불균일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다. CNT를 세게 

으면서 증류수에 분산시켜 탁액(A)을 만든다. H2PtCl6․2H2O

를 물로 녹여 NaOH로 pH를 조정하고 가열 후 2용액을 혼합

한다
(12)
. 

카. 콜로이드법

○ SWNH를 CO2 이  삭마(ablation)로 제조하 고 Pt 매는 

콜로이드법으로 SWNH 담체 에 지지하 다. NaHSO3와 

H2O2를 H2PtCl6용액에 가하여 Pt산화물 콜로이드를 형성한다. 

SWNH 분말을 콜로이드용액에 가하여 Pt산화물 콜로이드가 

SWNH 표면에 흡착되게 한다. Pt/SWNH의 Pt함량은 20-40%

로 Pt 로딩이 기존의 CB(Vulcan)에 비해서 반 이하로, 성능은 

20%높게 나타났다. 이는 작은 입자의 균일분산으로 보고 있다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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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매의 음  제조

○ 16kHz 이상의 음 로 가스에는 5MHz, 액체와 고체는 500MHz

까지이다
(14)
.

   – 용도; 주 (20-100kHz), 고주 와 진단 음 (2-10MHz), 

워 음 는 음 세척, 드릴, 솔더링, 화학공정, 에멀션에 

사용. 

   – 목 ; 반응속도, 생산량, 표면 침식.

   – cavitation효과 - 압축과 희박화 사이클의 반복 - 분자 간 

결합력 극복 - cavitation버블의 붕괴 - 증기의 단열가열 - 

hot spot생성

     ․ 고온(5,000K)과 고압(2,000기압) 생성 - 수증기가 H
*
/OH

*

라디칼로 열분해 된다. - sonolysis

     ․ 캐비테이션 버블과 벌크용액 사이의 계면의 온도가 높아 

용질의 열분해를 진 OH
*
농도를 증가시킨다. 

     ․ H원자와 OH
*
라디칼과의 용질 분자와의 반응이 상온의 벌

크용액에서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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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 매 음  합성 기구는 루 , 조  기화학 시스템

으로 나뉜다(<그림 2-6>).

<그림 2-6> 음 화학 a, 음  루 시스템, b, 음  조시스템, c, 

음  기화학시스템.

○ 계면활성제 효과는 나노입자 크기는 계면활성제의 형태와 매

의 시작농도에 좌우된다. 

   – PVP(poly(vinylpyrrolidone))는 Pd입자를 그들의 표면에 흡

착하여 응집 상을 막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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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zukoshi 등은 음 로 Pt
2+
를 환원했는데 SDS(sodium 

dodecylsulfate) 존재에서 Pt 나노입자 형성이 2.6±0.9nm로 

거의 구형이었다(<그림 2-7>). <그림 2-8>은 상용과 음

 처리한 PtRu/C의 분극 워 도를 나타내 다. 음

처리 PtRu/C가 높은 워 도를 보여 다. <그림 2-9>는 

미국제품 Sono-Tek사의 음  스 이시스템을 소개한다.

<그림 2-7> 상이한 용액에서 제조한 Pd나노구조의 TEM/HR-TEM, (a-c), 

CTAB(ceytyltrimethylammoniumbromide)의 구형 나노입자, (d-f), PVP용액의 

MTPs(multitwinned particles), (g-i), PDDA(poly-diallyl-dimethyl ammonium 

chloride)용액의 SSPs(spherical spongelike p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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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DMFC PtRu/C(E-TEK ), PtRu/C

(sonication)의 분극/ 워 도 커 , 3M 메탄올용액, 25℃

○ 음  스 이의 장

   – 과분사가 없다.

   – 노즐 의 크로깅이 없다.

   – 노즐의 높은 주 수 진동으로 나노입자의 응집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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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a, Sono-Tek Ultrasonic Spray 시스템, b, 진동 노즐 단면 c, 

분무 상 d, PEMFC의 CCM(Sono-Tek 사) e, 음 / 공기 스 이법의 

응집해체 비교 도식.

3. 요약

○ Pt/C 매의 형태학과 매활성은 그들의 합성방법에 크게 향 

받는다. CNT 표면은 불활성이기 때문에 그 에 Pt 나노입자

를 효과 으로 증착하기 해서는 히드록실, 카르복실, 카르보

닐 같은 능기를 도입하기 하여 질산이나 왕수로 표면 산화

처리를 할 필요가 있다(<표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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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향화학법은 산처리로 Pt/CNT 매의 Pt함량을 30wt%까지 표

면 능기를 증가시키면서 올릴 수 있었다. 폴리올법은 2.8나노

크기의 Pt입자를 39.5wt%까지 올렸다. 석법에 의한 Pt 

-SWNT 합성은 다른 속 나노입자에도 용하며 작은 입자

와 높은 분산을 보여 다. 

○ 스퍼터증착법은 2나노미터의 평균입자 크기를 보여주고 감마조

사법은 평균 입자크기 2.7nm를 나타내었는데 표면의 화학처리 

없이 능기를 생성한다. 마이크로에멀션법은 낮은 Pt(0.37 

-0.50mg/cm
2
)의 Pt-Ru, Pt-Pd를 제조하며 AAD법은 4-78nm

의 순수 단일결정 Pt를 코 하는 것이 가능하다. 

○ Pechini법은 가로 Pt 극을 생성하는데 환원과정을 생략한다.  

임계 증착법은 1-2nm입자를 균일하게 카본담체에 분산시킨

다. 이때 카본담체의 종류와 표면 에 따라 해질과의 을 

좋게 한다. 콜로이드법은 Pt/SWNH 매를 제조했는데 2nm의 

크기를 보 다. 

○ 제시한 모든 방법은 >6nm의 은 입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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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이크로에멀션과 폴리올법은 가장 높은 40wt%의 Pt함량을 

보이고 폴리올법이 비교  높은 성능(600mV, 1440mA/cm
2
)

을 보인다. 따라서 작은 입자와 균일분산을 보이는 폴리올법

이 추천할만하다. 

   - ED와 수열법은 20wt%의 같은 Pt함량인데 매성능은 수열

법이 거의 30% 높다. 임계 증착법은 가장 낮은 Pt함량

(10wt%)인데 가장 높은 활용성(93%)이고 상용 매보다 높

다. 높은 Pt함량(30wt%)과 작은 입자크기(2nm)의 콜로이드

법은 성능은 이외로 낮다. 

   - Pt함량이 높으면 수명과 안정성 등이 좋은 것은 사실이나 Pt

로딩의 감은 궁극 으로 MEA코스트나 PEMFC의 무게와 

부피를 여야 하기 때문에 요과제이다. 

   - US DOE의 장기목표는 50kW 스택에서 캐소드 로딩을 

0.05mg/cm
2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낮은 Pt로딩 매의 성능

은 합성방법, 기 , 극구조에 강하게 의존한다. 

   - 그러나 최근 경향은 Pt로딩이 높아도 수명과 안정성  효율

이 좋으면 이를 채택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수명과 코스

트  제법과 효율성 사이에서 을 찾아야 한다. 아직 충

분치 못한 정보는 음향화학처리법, 석법, 스퍼터증착법, 감

마조사법, Pechini법은 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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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매합성법 요약

매합성법 장 단 

ED법 Pt/Ru 2성분 매에 효과
고가제조,

 입자크기분포가 넓다

음향화학

처리CNT
CNT의 높은 Pt로딩 -

폴리올법 높은 Pt로딩과 좁은 분포
소결로 유기제거는 

성능열화 원인

석법
Pt의 높은 활용도와 로딩, 좁은 

입자분포

Cl-이온 Pt에 독작용, 

활성 하

스퍼터

증착법

작고 균일한 Pt입자 증착법, 

박막 매층 생성가능
기술  도  직면

감마조사법
카본기 에 Pt-Ru합 입자 

효과  분산
부분  엉김, 연구필요

마이크로

에멀션법
작은 속 입자의 좁은 분산 계면활성제 제거 문제

AAD법
순수Pt나노입자의 균일코 , 

기 처리, 진공장치 불필요

보고서 거의 없음, 

연구필요

Pechini법
쉬운 조작, 가 생산, 물의 

존재에 민하지 않음
-

임계

증착법

입자의 균일분산, 산화/수소환원에 

좋은 성능, 운 조건 조정으로 

입자크기 컨트롤

고가의 운 조건

수열법
Pt의 크기와 분산생산가능, 

간단공정과 낮은 환경부하
-

콜로이드법
SWNH에 균일, 작은 사이즈 

입자의 효과  분산
논문 수 극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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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MEA의 제작

1. 개요 

○ 연료 지의 제작에서 요한 부문은 MEA의 효과 인 제작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래서 제작기법으로 CCG(catalyst coated 

gas diffusion media)법과 CCM(catalyst-coated membrane)법

이 제시된다. 

○ 기존의 CCG(catalyst coated gas diffusion media)법은 매층

을 GDM 에 만들고 해질막을 2개의 매/GDM층 사이에 

샌드 치처럼 끼워 넣는다. 이때 성능증진을 하여 카본지지

매와 Nafion 이오노머를 첨가한다. 

○ 이때의 문제 은 핫 스 때문에 구조변형, 다공 GDM으로의 

매손실, 느린 가스이동과 기 항 증가, 매입자가 스

이나 러싱 동안 다공 GDM속으로 침투하는 상을 야기하여 

매 활용감소와 다공폐쇄로 성능 하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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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CCM(catalyst-coated membrane)법이 

제시된다. 이것은 매층을 해질막 양쪽에 직  용하고 

해질/ 매 계면의 활성이 좋아 CCG보다 성능이 우수하다고 보

고되어 있다. 이 경우 핫 스 과정을 생략 경우는 류 도

가 0.68-1.1A/cm
2
(0.6V)로 핫 스를 시행하면 류 도는  

0.61A/cm
2
(0.6V)로 낮아지게 된다.

○ 매는 앞으로의 개선방향이 극의 매로딩 감소, 나노입자 

크기 감소, 속합  매 개발, 무 백 매 개발, 신 제법과 

매확산법 개발  극표면의 질량 이동 증가기법을 개발하

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체코자 하는 Pt합 , 비 백 매 등

은 ORR반응에서 안정성과 활성이 떨어진다. 

○ PEMFC의 성능은 MEA의 구조인자, 운 인자에 향 받는다. 

따라서 효과 인 MEA는 정확한 균형, 즉 반응가스(가스채

GDL을 통과하여 매층으로, 양자는 애노드측 매층에서 막

을 통과하여 캐소드측 매층으로, 집 체로부터의 자는 

GDL을 통하여 매로, 매층에서 생성된 가스는 GDL을 통하

여 가스채 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운 인자를 Taguchi

법으로 최 화되어 있다. 구조인자는 운 변수가 아니어서 

MEA 생산 이 에 최 화되어야 한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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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CM(catalyst-coated membrane)법

○ CCM법은 매층을 해질막 양쪽에 직  용한다. 이는 해

질/ 매 계면의 활성이 좋아 CCG보다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핫 스 과정을 생략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16)
. 

핫 스 없이 제작할 경우는 0.6V 하에서 정류 도가 

0.68-1.1A/cm
2(17-20)

, 핫 스를 용하면 류 도가 0.61A 

/cm2(0.6V)로 낮아진다
(21-23)
.

○ Kim 등
(16)
은 단셀에 하여 류 도와 셀 압 특성을 조사하

여 발표하 다. 단셀의 제작방법은 종 에서 시행해 오든 CCG

법과 CCM  핫 스를 용한 CCM에 한 결과이다. 모두 

운 시간의 함수로 나타난 결과에서 CCM법이 우수한 결과를 

보여주고 핫 스를 용한 CCM과 CCG법이 그 다음을 잇는

다(<그림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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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a, 기존 b, CCM c, CCM-핫 스로 제작한 단셀의 

운 시간에 따른 iV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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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ey 등은 PEMFC에서 MEA의 제작효과를 발표하 다. 이때 

Toray지를 GDL(gas diffusion layer)로 사용하여 스를 

용한 경우와 스 없이 어닐링으로 제작한 단셀의 압과 

류 도를 나타내었다(<그림 3-2>). 스의 효과가 GDL의 

존재 여부에 따라 나타나는 성능의 차이를 볼 수 있다
(24)
. 

<그림 3-2> Toray지의 용여부에 따른 스효과의 압/ 류 도, A1, 

단순 스 B1, Toray지와 함께 스 C1, 단순 아닐링(Tc= 65℃).

○ <그림 3-3>은 카본천(a,b)과 Toray지(c,d)를 각각 GDL로 사용

하여 제작한 MEA의 극의 표면형상을 보여 다. 치 한 부

분은 막이고 표면은 극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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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MEA를 카본지(a,b)와 Toray지를 GDL로 용 제작하여 

촬 한 매표면.

○ decal 이 법은 간  CCM법으로 매층을 decal 기  에 형

성하여 열처리하고 이를 해질막 로 옮긴다. 이 방법은  

MEA의 량생산에 합하다. 그러나 CCG에서처럼 구조변화

를 가져오는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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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오노머의 영향

○ MEA 제작법에는 모두 매층에 이오노머를 포함한다. 이는 벌

크 매층 속으로 양자 도 활성 역을 확산한다. 기계  안정

성을 주는 결합제 역할을 하며 습기를 함유하는 친수제와 막의 

탈수를 막는다. 한 이오노머가 부족하면 양자가 매에 근

이 어렵고 무 많으면 자 도 경로와 다공층의 가스이동 채

을 막아 러딩을 래할 수 있다.

○ 이오노머 함량을 좌우하는 것은 MEA 제작인자; Pt퍼센트, Pt

로딩양, 크리스탈 잉크이다. 운 조건은 산화제 가스, 반응물 

압력, 셀 온도, 상 습도에 좌우되며 CCM법의 이오노머 

함량은 실제 제작과 운 조건에서 최 화가 필요하다. Frey 등

은 열처리를 포함하는 35wt% CCM MEA가 CCG MEA보다 

나은 결과를 보고 그러나 50%는 더 낮은 결과로 특히 고 류 

도에서 러딩으로 단하 다. 고 로딩의 Pt/C 매는 상업

운 의 PEMFC에서  이오노머 함량은 15%라고 보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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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칭 MEA의 이오노머 함량 효과

○ KIST의 Jang 등
(16)
은 Pt/C 매(Tanaka, 45.5wt%), 이소 로필

알코올, Nafion 이오노머 H
+
용액(DuPont Inc. 5wt%)의 매 

잉크를 만들었다. 이 혼합물을 1시간 음 처리하고 이오노머 

함량 변화를 주었다. MEA제조는 NRE-212막을 매잉크로 자

동시스템으로 스 이 한다. 55℃에서 1시간 건조 후 다른 면

을 2번째 극층을 스 이 한다. 

   – 기에서 8시간 건조 후 Pt로딩을 애노드/캐소드층 양쪽에 

0.4mg/cm
2
로 조정활성 극 면 은 25cm

2
, 수소와 공기의 

상 습도를 각각 82%, 59%로 조정하면서 출력 류 도를 

증가시키면서 분극을 측정하 다. 활성면 의 측정은 cyclic 

voltammetry로 수행. 

   – <그림 3-4>은 SEM 이미지로 애노드 3층, Nafion, 캐소드

를 나타내는데 매층 두께는 11㎛으로 잘 발달된 다공구조

를 보여 다. 여기서 로 M2530 등은 애노드/캐소드의 이

오노머 함량을 각각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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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a,M2020, b, M3535의 단면 , MEA와 각각의 표면 상 c, d.

   – <그림 3-5>는 M2020, 2525, 3030, 3535 MEA의 극성 커

이다. 류역 -0.5A/cm2에서는 셀 압 4개가 비슷하다. 

류가 증가하면 M3535 압이 격히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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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M2020, 2525, 3030, 3535 MEA 류 도 함수의 a, 셀 압 b, 

출력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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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캐소드 매층(CCL)의 이오노머 함량효과

○ MEA 성능은 주로 캐소드 과 압으로 결정된다. <그림 3-6>은 

CCL의 이오노머 함량에 따른 MEA의 분극 커 를 보여 다. 

간 류 도까지는 셀 압은 낮은 이오노머 함량(M2520 

/2525)보다 높은 쪽(M2530/2535)이 높다. 류를 더 높이면 

M2535는 M2530보다 갑자기 떨어진다. 그래서 캐소드에 30% 

이오노머를 함유하는 M2530이 높은 류 역에서 가장 높은 

셀 압을 보인다(애노드 이오노머 함량은 25%로 고정). 그림 

3b는 i-V 데이터로 계산한 류 도는 M2530이 0.606W/cm
2
로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낸다. 

   – 류를 증가시키면 단셀 압은 아래의 이유로 하강한다.

     ․ 기 화학반응 속도의 한계에 기인한 활성화 과 압

     ․ 막과 선 같은 구성품의 항; Ohm손실

     ․ 다공 매층 내의 기화학 활성층까지의 반응가스의 이

동속도의 한계; 농도 과 압.

     ․ 따라서 MEA의 성능은 동일 Nafion은 옴 항이 같아서 

성능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은 류에서는 활성화 과

압, 고 류에서는 농도 과 압으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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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M2520, 2525, 2530, 2535 MEA의 류 도 함수에 한 a, 

셀 압 b, 출력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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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캐소드 이오노머 함량에 따른 활성화 과 압

○ <그림 3-7>는 낮은 류 도 0.16A/cm
2
에서 셀 압을 보여주

는데 셀 성능이 기본 으로 활성화 과 압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오노머 함량이 증가하면 셀 압은 30%까지 차 증가하다

가 35%에서 약하게 감소한다. 이것은 Pt로딩을 균일하게

(0.4mg/cm
2
) 유지하면서 이오노머만의 함량 조 로 매의 유

용성을 더 높일 수 있음을 보여 다.

<그림 3-7>  캐소드 이오노머 함량함수로 a, 0.16A/cm2 b, 

1.2A/cm2에서의 셀 압 변화(애노드 이오노머 함량 25wt%로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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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MEA의 성능은 이오노머 네트워크를 통과하는 이온 항이 

양자가 매/이오노머 계면에 근하기에 충분히 낮으면 EAS 

(electrochemical active surface)에만 직  비례한다. 한편 만약 이

온 항이 낮은 이오노머 함량이나 혹은 습도에 기인하여 크다면 

활성사이트의 활용은 M2520/2525에서 찰한 바와 같이 감소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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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연료전지의 설계 

1. 개요

○ 연료 지(FC)의 개발을 한 실험설계(DoE, design of 

experiment)는 우선 FC성능에 향을 주는 요인들을 검토한다. 

재료와 구성품의 성상과 크기( 극의 Pt로딩, 막 재료와 두께, 

GDL의 채 디자인 등)와 운 인자(부하 류, 스택과 반응물의 

온도, 압력, 유체와 습도비 등)  보조기기의 기술  문제(컴

서의 형태, 가스 버블링의 반응물 가습, 엔탈피 균형 등)를 

검토한다.

○ FC의 설계를 특성화하는 데는 one-factor-at-a-time은 시간과 

돈이 소요된다. 통계  모델이 물  모델을 개발하기 에 고

려되는데 FC내의 물리인자 사이의 복잡한 계로 시험은 세심

하게 수행, 분석되어야 한다. 이를 요약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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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oE방법론은 빠르고 잘 조직된 효과  시험방법, 

   – 요 목 은 변경 운 인자로 시스템 거동 측, 

   – FC출력, 수소소비, 력, 스택수명 련 인자의 최 화 략 

제시, 

   – FC시스템의 변화 조건에서도 튼튼한 성능을 달성하는 설계

와 운 인자를 도출한다. <그림 4-1>은 이해를 돕기 한 

PEMFC의 각 구성별 개념도이다.

<그림 4-1> PEMFC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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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oE 방법론 

○ DoE 방법론은 역사 으로 1925년 R. A. Fisher에서 시작한다.  

이 방법론을 처음 시작한 사람은 농학자와 생물학자들로 그들 

연구에 실험디자인을 도입하는 이 을 가졌는데 특히 많은 연

구인자의 시험숫자를 일 수 있었다. 60년과 70년 에 많은 

개선이 Taguchi
(25-32)
에 의해 이루어졌다. 

○ 이 기법은 비즈니스세계에 실험설계가 보 되게 하 다. DoE법

의 목 은 실험공정의 생산성을 증가시키는데 특히 시험숫자를 

최소화하면서 결과의 정확성을 최 화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연구공정에 향을 끼치는 요인자와 이들 사이의 상호 간섭

을 추출할 수 있다. 그래서 효과 이고 목 하는바 공정의 결

론을 생산할 수 있다. 따라서 DoE법의 제는 아래와 같다.

   – 비교목 : 실험디자인의 첫째 목 은 우선 인 요인자에 따

라 결론이 난다. 여기서 질문은 어느 것이 요 인자인가이다. 

   – 선별목 : 이 경우 실험 시리즈의 목 은 그 에서 요치 

않는 효과를 골라 버리는 것이다. 핵심인자가 확인되면 

RSM(response surface method, 응답면기법; 실험변수와 응

답변수 사이의 계)이 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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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SM 목 : 실험은 간섭인자의 평가와 2차 효과까지 고려하

여 설계한다. 따라서 연구한 응답면의 형태에 한 아이디

어를 다. RSM 디자인은 최 공정을 세 하고 약 을 도

출하며 외  향에 하여 보다 튼튼한 산물을 제공한다. 

   – 퇴행모델의 최 복구: 실험응답이 수학함수 모델이라면 복

합선형 회귀 디자인을 사용 히 평가되어야 한다. 독립

변수와 표면응답 사이에 참된 함수 계를 한 근사치가 발

견되면 응답변수를 최 화할 수 있다. 

가. FC의 재료와 구성품 개발

○ 실험 디자인은 재료분야 연구에서 기화학자 등 많은 과학자

가 여한다. DoE는 PEMFC 극의 매개발에도 사용되는데 

요인배치법(factorial design)으로 Co함유 매제법과 성상을 분

석하 다
(33,34)
.

○ MEA 구조는 DoE와 인공신경망(ANN, Artificial Neural 

Networks)으로 최 화할 수 있다. Pt합  양극을 DoE로 MEA

성능을 획기 으로 개선하 다
(35)
.  가스 확산 극 제법에 

한 알칼리 연료 지에 한 기술이 있다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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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E로 PEMFC의 그래 이트 복합재료의 극 을 평가한다. 

몰딩성질과 함께 기, 기계  성질을 평가, 유체장은 압축몰딩

으로 제작하 는데 DoE로 몰딩성을 평가하 다
(37)
. 한 MEA

의 최  구조결합을 선정하는데 변수 분석을 시행하면서 

Taguchi방법을 사용하 다. 연구한 라미터는 나피온막의 형

태(상이한 두께), Pt양, 이오노머의 양, GDL 지지재료의 형태

(주로 카본천과 카본지)이다
(38)
(<그림 4-2>). 

<그림 4-2> 실험기구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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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eiros 등은 Mg semi-FC
(39)
를 연구하 다. 성능은 Taguchi

법으로 최 화하고 5개의 결정  라미터를 고려하 다: H2O2

양극측 농도, 해질 온도, 양극측 유량, 해질 유량과 류

도, 최 화 조건을 사용함으로서 높은 압과 효율을 얻었다.

나. 단셀/스택 성능 분석과 개선

○ DoE 방법은 FC운 에서 물리 인 컨트롤 라미터(부하 류, 

스택 온도, 가스 유량과 압력 등)를 평가할 수 있다.  통계  

민감도 분석으로 PEMFC를 설계, 최 화할 수 있다. 요즘 늘

어나는 연구논문이 이 분야에 많다. Williams 등
(40)
은 PEMFC 

거동연구에 DoE를 용하 다. 연구요소는 질량 유량, 수소/공

기의 상 습도, 공기유체의 온도이다. 이 연구의 최  출력은 

FC성능 평가의 최고 지침서이다. 

○ Santarelli 등
(41)
은 싱  PEMFC의 성능을 분석하는데 테스트 

메트릭스를 섰다. 셀 온도, 음/양극 가습온도, 반응물의 압력 

효과를 연구하 다. 가습과 운 압력의 결합효과를 집  나타

내었다. Torchio 등
(42)
은 PEMFC의 최  운 조건을 결정하는

데 Taguchi법을 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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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한 인자는 스택 압력/온도, 산소/수소 유량비, 가스가습기

의 온도이다. 최근 Wu
(43)
 등은 PEMFC의 운 조건을 최 화

하기 하여 ANN과 Taguchi법을 결합하여 용하 다. 온도, 

압력, 반응물 가습과 화학량비가 조정인자이고 최고 출력이 응

답 연구이었다(<그림 4-3>, <그림 4-4>, <그림 4-5>). 

<그림 4-3> FC시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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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Taguchi/ANN컴비네이션의 흐름도

<그림 4-5> 상이한 운 온도/압력 시뮬 이션에서의 출력



43

다. FC시스템의 평가와 개발

○ DoE 기법은 스택과 BOP로 구성된 FC발 기를 설계/평가하는

데 아주 유용하다. 반응물의 온/습도를 조정하는 방법과 결부

하여 FC를 개발/평가하는 것이 보고되었다. 2개의 시험 스탠드

를 사용하고 하나는 반응물 가습에서 스  주입을 하고 다른 

하나는 가습을 증발에 의하는 것으로 각자 FC에 용하 다

(44)
. 

○ 2개의 가습시스템과 가습속도의 가능성을 나타내었다. PEMFC

에서 Pt 매의 용해를 모델로 개발하 는데 이 열화모델의 

RSM의 효과와 요성을 토의하 다
(45)
. Pt 매 용해에 한 

상이한 변수의 상  향을 보고하고 이정보는 FC, 배터리, 

슈퍼커패시터로 구성된 FC하이 리드 시스템의 매열화를 느

리게 하는 설계와 출력 리를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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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EMFC 성능 최적화

가. FC운  최 화

○ <그림 4-6>은 실험동안 라미터의 개 황을 보여 다. 실

험에서 그들의 밸 는 각각 8.5Nl/min, 39.6Nl/min. 수소/공기

압은 역압 액추에이터로 차 조정하고 류를 증가시킨다. 

FC출력은 진증가/하강한다. 20셀의 압이 어느 것이든 

380mV에 도달하면 실험은 지한다. 스택으로 도달하는 최고 

압을 기록한다. 

<그림 4-6> 실험에서의 라미터( 류, 압, 출력)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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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인자의 효과를 비교하기 하여 평균 인 효과의 그래 를 사

용할 수 있다. 통계  민감도 분석(ANOVA)이 FC최고 출력에 

한 효과와 기여하는 바를 계산하며 미치는 효과의 요성과 

변화성도 같이 평가한다. <표 4-1>의 첫 항은 변수의 소스, 2

항은 sum of square, 3항은 각 인자에 공헌하는 %, 4항은 

degree of freedom, 5항은 mean square로 sum. sq./d.f.의 비이

다. 6항은 Fischer statistics(fs)로 mean square의 비이다. 7항

의 p-값은 피셔통계학의 p-값이다. 

○ 이는 통계 으로 의미가 있는지 여부를 나타내며 p값이 0.05 

혹은 0.01보다 으면 ANOVA는 공기유량(Fair)이 가장 요인

자로 체변수의 88.5%를 공헌한다. 2번째 요 효과인자는 

FH2이고 최고출력 FC에 반응물 압력 향은 낮고 통계 으로 

의미가 없다(p값이 0.05보다 높다). 

○ 이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FC기술은 운 을 해 높은 화

학 양론비가 필요하다. 특히 공기유량은 생성물의 치유에 강하

게 작용한다. 이것은 DoE가 ANOVA법과 같이 여러 가지 물

리  인자에 한 상  충격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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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체 DoE의 ANOVA(16최고출력측정)

소스 Sum sq. % d. f. Mean sq. fs p-값

PH2 749.4 0.8 1 749.4 2.99 0.144

Pair 199.5 0.21 1 199.5 0.8 0.413

FH2 5531.6 6 1 5531.6 22.1 0.005

Fair 82010 88.5 1 82010 327 0

PH2×Pair 21.4 2e-3 1 21.4 0.09 0.781

PH2×FH2 78.8 5e-3 1 78.8 0.31 0.599

PH2×Fair 8.3 0 1 8.3 0.03 0.863

Pair×FH2 28.9 0.03 1 28.9 0.12 0.747

Pair×Fair 213.9 023 1 213.9 0.85 0.397

FH2×Fair 2512.5 2.71 1 2512.5 10 0.024

에러 1252.1 1.35 5 250.4

계 92.607 15

나. PEMFC's MEA의 최  조합(46)

○ Sasikumar 등은 극의 Pt로딩과 Nafion 이오노머 함량을 최

화하는 연구에서 Nafion 이오노머의 최 양은 Pt로딩에 의존

하고 Pt로딩을 감소시키면 증가하는 상 계를 나타내었다. 

PEMFC의 극분극에 한 Nafion 이오노머 함량의 효과는 

필름두께가 Nafion 이오노머의 로딩에 따라 변하고 활성은 이

오노머 로딩을 1.3mg/cm2까지 증가하 다(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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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MFC 성능에 향을 주는 GDL의 애노드/캐소드의 소수성 

폴리머 함량의 향은 PTFE의 함량을 40%까지 증가시킨 실험

에서 10wt% 함량의 MEA가 높은 력 도를 보 다
(48)
. 

○ GDL 담체재료로 성능을 시험한 카본지와 카본천은 건조조건에

서 카본지가 그의 구불구불한 다공구조 때문에 우수한 성질을 

보 다. GDL의 다공성이 성능에 미치는 향은 다공성뿐만 아

니라 두께와 GDL의 함량에 따라 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49)
.

○ Nafion의 시리즈별 양자 도도는 류인터럽트법으로 연구하

는데 막의 도도는 막 두께가 감소하면서 감소한다
(50)
. Pt의 

고가 때문에 Pt로딩을 최소화하면서 PEMFC의 성능을 최 화

하고자 하는 개발연구가 스퍼터 등 기법에 한 최근의 흥미 

있는 용이 보고되어 있다
(51,52)
.

○ 연료 지 성능을 개선하기 하여 연료 지 운 의 향을 끼

치는 이들 인자를 이해하고 최 화하는 것이 필수이다. MEA

의 성능에 향을 끼치는 구성품을 최 화하고 련 데이터를 

얻는 것이 제작자와 련용도 등에서 단히 요하다. 따라서 

많은 시험과 인자들의 효과를 이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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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많은 시험은 비용과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한다. 이에 

하여 Taguchi의 OA분석이 실험숫자를 이는 설계방법으로 

활용된다. 이것은 실험 코스트를 최소화하고 응답변동을 최소

화하는 장 이 있다. 이로서 최  구성품에 한 조합을 이끌

어 낸다. 최 구성 조합의 막 두께, Pt 매의 양, 매층과 

GDL의 지지재료의 Nafion의 존재량에 하여 Taguchi 실험설

계법을 사용한다. 

다. 구조 최 화

○ Kaytakoglu 등은 Nafion 112, 1135, 115, 117에 하여 각각의 

두께 51, 89, 127, 178㎛를 사용. 30wt% 테 론을 기반으로 하

는 GDL(두께 400㎛)을 기 으로 사용. 모든 극의 활성 표면

은 5cm
2
. GDL의 Pt스퍼터링은 Ar분 기에서 Agar Sputter 

Coater로 시행. 이때 석출 Pt양은 석출시간으로 조정하고 Pt층 

두께의 Pt양과 시간의 계는 AFM(atomic forced microscopy)

로 측정한다
(42)
.



49

○ 실험기구는 <그림 4-2>에 보임. 수소와 산소유량은 이론치에 

하여 각각 1.2배와 2.0배를 가한다. 반응가스의 가습은 75℃

로 유지되는 수조의 SS병으로 유지한다. 연료 지 온도는 실

리콘 히터에 의해서 75℃를 유지한다.  시스템은 컴퓨터 장

치 소 트웨어로 조정하고 반응가스 유량과 애노드/캐소드의 

압력은 역압으로 조정한다. 연료 지 분극 커 는 압/ 류측

정으로 얻는다. 실험인자는 <표 4-2>에 나타내고, OA 실험설

계는 L16(2
4
×2
2
)로 <표 4-3>에 싣는다.

○ 최 화 구조의 조성은 변수의 통계  분석(ANOVA)은 MEA 

인자가 통계 인 의미의 유무여부를 이해하기 하여 수행되었

다. F-test는 최  워 도를 얻는데 MEA 인자가 요한 효

과를 갖는지를 아는 강력한 툴이다. 각 MEA 인자의 F값은 간

단하게 에러의 평균자승에 한 편차의 평균자승의 비이다. 

○ 일반 으로 F값이 클수록 인자의 변화 때문에 최  출력 도

를 얻는 효과가 커진다. MEA 라미터의 최 조합은 성능특

성과 ANOVA분석을 함께 시행하여 측할 수 있다. 분산분석

(variance analysis) 결과는 <표 4-4>에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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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실험의 각 벨에 해당하는 라미터와 값

라미터
벨

1 2 3 4

(A)나피온막 112 1135 115 117

(B)Pt양(mg/cm2) 0.01 0.03 0.05 0.10

(C)이오노머양(mg/cm
2
) 0 0.05

(D)GDL담체 카본천 카본지

<표 4-3> L16(2
4
×2
2
)에 따른 실험계획표

실험번호 A B C D

1 1 1 1 1

2 1 2 1 1

3 1 3 2 2

4 1 4 2 2

5 2 1 1 2

6 2 2 1 2

7 2 3 2 1

8 2 4 2 1

9 3 1 2 1

10 3 2 2 1

11 3 3 1 2

12 3 4 1 2

13 4 1 2 2

14 4 2 2 2

15 4 3 1 1

16 4 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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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최  출력 도치를 한 변수 분석결과

자유도 Sum. sq. Av. sq. F P

A 3 55194 18398 11.25 0.000

B 3 123391 41130 25.14 0.000

C 1 25992 25992 15.89 0.001

D 1 23436 23436 14.33 0.001

에러 23 37622 1636

계 31 265636

○ 분산분석의 결과에 따라 최  워 도는 <표 4-5>에 나타낸

다. 이의 결과는 에러범 가 ±5% 이내임이 확인되었다. 

<표 4-5> 최  MEA조성, 실측/ 상치의 최  출력 도

라미터 값 벨

Nafion멤 인 112 1

Pt양(mg/cm
2
) 0.05 3

이오노머 양9mg/cm
2
) 0.05 2

GDL의 담체 재료 카본지 2

최  출력 도, 실측치(mW/cm
2
) 566

최 출력 도, 상치(mW/cm
2
) 563.75

최 출력 도의 상한계(mW/cm2) 438.27-68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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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FC수명과 운

○ 시험법과 련된 보다 자세한 정보는 특성화 공정과 1,000시간

이상 셀 압발생의 경우에서 찰할 수 있다. 시험분석은 운

시간과 anode/cathode stoichiometry factors(FSA/FSC)를 통

하여 분극 커 데이터로부터 얻는다. FSA/FSC가 2/5, 2/4, 2/3

일 때 각 분극기록은 FC 류를 0에서 70A까지 시행하는데 최

하치인 380mV에 도달하면 지한다. 

○ FSA/FSC=2/5에서 특성화 과정을 투입하여 나온 결과가 <그림 

4-7>이다. 이는 3차원으로 상승하는 벨  길이와 치에 

한 로트이다. 즉 측정된 FC 압에 하여 시간과 부하 류에 

한 것이다. 처음 100시간은 압개선, 다음 200시간은 성능안

정, 열화는 300과 400시간 에서 일어난다. 이는 가시 이고 좋

은 FC 경시특성에 한 발표이다. 그러나 실제와의 부합성은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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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3D의 분극커

4. 요약

○ DoE법은 FC를 연구하는데 단히 유용한 방법이다. 이제껏 여

러 분야에서 가치가 인정되었는데 FC재료와 구성품의 개발, 스

택과 시스템의 최 화(디자인 강화, 운 조건 개선, FC건강 효

율  진단).  실험 특성화의 합리  방법의 모색뿐만 아니라 

모델의 복잡성도 개선해 주었다. DoE법은 통계  방법과 잘 

부합하며 연구자들에게 합한 분석기법을 제공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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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자들 사이에서 응답과 간섭의 충격인자를 간단하게 도출하고 

보다 로벌 모델로의 진행을 도와 다. 다른 장 은 최 화 

목 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설계와 통계기기를 <표 4-6>

에 보인다. DoE는 순수 실험공정과 차기 물리  모델 사이에

서 간단계로 생각된다. 기계  모델은 여러 인자들을 시험 

후 나온 가정 때문에 보다 효과 인 방법으로 개발할 수 있다. 

<표 4-6> FC개발을 한 DoE기법과 툴의 간략한 유형

     용 디자인, 기법, 툴

FC의 비 특성평가

(재료, 부품, 셀, 스택, 시스템).

라미터 효과와 간섭반응 결정. 통계  민

감도 분석

디자인선별(요인 배치법).

효과와 간섭반응 그라 .

ANOVAs.

정상 로트.

RSM모델.

DoE와 ANN결합 모델.

실험 라미터 평가를 한 최

 디자인.

생성물 디자인.

SNR(signal to noise design).

DRS(dual response surface).

작은 인자만의 FC특성평가. 통계 /거동  

모델

시험의 반복성, 재 성, 품질체크

품질과 튼튼함. 경시 성능변화. FC의 부분  

분산과 련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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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연료전지 구성품의 제작 

1. 개요

 

○ 앞에서 연료 지의 제작과 설계  MEA의 구성과 제작에 

하여 기술하 다. 이어서 이 장은 각 구성품의 제작과 문제

을 기술한다. 여러 종류의 연료 지 에서 고분자 연료 지 

 직  메탄올 연료 지는 고분자를 해질로 사용하기 때문

에 해질에 의한 부식이나 증발의 험이 없으며 단 면 당 

높은 류 도(current density)를 얻을 수 있다. 

○ 다른 연료 지에 비해 출력특성이 월등히 높고 작동온도가 낮

아 재 자동차 등의 이동용 원, 주택이나 공공건물 등의 분

산용 원(on-site)  자기기용 등의 소형 원으로 이용하

기 하여 미국,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이에 한 개발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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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연료 지 시스템은 크게 기에 지를 발생시키는 연료

지 스택, 연료 지 스택에 연료(수소)를 공 하는 연료공  시

스템, 연료 지 스택에 기 화학반응에 필요한 산화제인 공기 

의 산소를 공 하는 공기공  시스템, 연료 지 스택의 반응

열을 시스템 외부로 제거하고 연료 지 스택의 운 온도를 제

어하는 열/물 리시스템으로 구성된다. 

○ 이러한 구성으로 연료 지 시스템에서는 연료인 수소와 공기 

의 산소에 의한 기 화학반응에 의해 기를 발생시키고 반

응부산물로 열과 물을 배출하게 된다. 연료 지 스택은 단  

셀을 반복 으로 층하여 쌓은 기에 지 발생장치이며 이때 

단  셀은 수소와 산소가 반응하여 기에 지를 발생시키기 

한 최소한의 연료 지 구성요소이다. 

○ 이러한 단  셀 구조는 분리 , 가스확산층(Gas Diffusion 

Layer, GDL), 막 극 합체(Membrane Electrode Assembly, 

이하 MEA라 칭함)가 층된 구조이고 MEA와 양 분리  사

이의 가장자리 부분에 개재되는 가스켓을 구비하며 상기 MEA

와 가스켓이 착제에 의하여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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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에서 MEA(membrane electrode assembly)와 이온 도성 

고분자 해질막(PEM)은 고분자 해질 연료 지 는 직

메탄올 연료 지에서 성능과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요한 핵

심 구성요소이다. 

○ MEA는  CCM(catalyst coated membrane, or 3 layer MEA) 

과 CCS(catalyst coated substrate, or 5 layer MEA, or 

catalyst coated on GDM(gas diffusion media))의 형태로 최근 

발 하고 있다. 이들의 장단 , 공정, 양산성 등에 하여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CCM쪽이 다소 유리하다는 보고가 

있다.

2. 연료전지 구성품

가. 고분자 해질막

○ 재 사용되는 고분자 해질막은 주로 Nafion(DuPont 제조 

상품명), 미온(Flemion, Asahi Glass 제조 상품명), 아시

스(Asiplex, Asahi Chemical사의 상품명)  다우 XUS(Dow 

XUS, Dow Chemical사의 상품명) 해질막과 같은 퍼 루오로

설포네이트 아오노머막(perfluorosulfonate ionomer membr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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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고가이기 때문에 고분자 연료 지를 

발 용 원으로 상용화하는데 상당한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이를 해소하기 한 방편으로 가격이 상 으로 렴하며 다

양하게 상업  응용이 가능한 폴리에테르에테르 톤(polyether 

ether ketone), 폴리술폰(polysulfone), 폴리이미드(polyimide) 등

의 탄화수소계 고분자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이다.  

고분자를 술폰화반응으로 이온 도성 고분자로 제조한 후 해

질막으로 캐스 하는 방법으로 연료 지 해질막으로 용하

고 있다.

○ 한 의 탄화수소계 고분자의 가장 큰 단 인 내 산화환원성

과 열 /기계  안정성을 개선시키고 MEA 제조 시에 과도한 

팽윤에 의한 극과의 낮은 합성을 개선하기 한 방편으로 

테 론과 같이 기계 , 열 , 내 산화성이 우수한 다공성 지지

체에 과불소계 혹은 탄화수소계 고분자를 그 기공에 함침시켜  

복합막을 제작하는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상용화된 로 W.L. 

Gore & Associates사의 Gore-select 는 20～40㎛의 얇은 두께

와 뛰어난 기계 , 기화학  물성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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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술한 바와 같은 해질막의 우수한 성질을 살려 연료 지의 

보다 좋은 성능을 나타낼 수 있는 막을 제조하기 하여 나피

온 신 탄화수소계 단량체인 스티 을 디비닐벤젠 가교제와 

함께 테 론, 폴리에틸 (PE), 폴리비닐리덴디 루오라이드

(PVDF) 등의 다양한 다공성 지지체에 함침시켜 가교한 후 술

폰화시키는 방법과 아크릴술폰산 단량체와 수용성 가교제를 상

기와 같이 다공성 지지체에 함침시켜 가교하여 해질 막을 제

조하는 방법 등이 제시되고 있다.

나. 기체확산층(GDL)

○ 연료 지는 가장 안쪽에 주요 구성부품인 MEA가 치하는데, 

이 극막은 수소양이온(Proton)을 이동시켜  수 있는 해

질막과 이 해질막 양면에 산소와 수소가 반응할 수 있도록 

도포된 매층, 즉 캐소드  애노드로 구성되어 있다. 

○ 한 상기 막 극 합체(MEA)의 바깥부분, 즉 캐소드  애노

드가 치한 바깥부분에 기체확산층(GDL: Gas Diffusion 

Layer)이 치하고 가스확산층의 바깥쪽에는 연료를 공 하고 

반응에 의해 발생된 물을 배출하도록 유로(Flow Field)가 형성

된 분리 (Separator)이 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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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료 지의 애노드에서는 수소의 산화반응이 진행되어 수소이

온과 자가 발생하며 이때 생성된 수소이온과 자는 각각 

해질막과 도선을 통하여 캐소드극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와 동

시에 캐소드극에서는 애노드극으로부터 수소이온과 자를 받

아 산소의 환원반응이 진행되면서 물을 생성하고 이때 도선을 

따라서는 자의 흐름에 의해, 해질막을 통해서는 로톤의 

흐름에 의하여 기에 지가 생성된다.

○ 종래에는 상기 분리 은 카본계 재료를 사용하여 기계가공 

는 합성수지를 혼입하여 몰딩 분리 을 제작하 다. 이러한 카

본계 재료를 사용한 분리 은 기계가공을 통해 유로를 제작하

는데 이 카본계 분리 은 막 극 합체(MEA) 양쪽에 치되

는 각 가스확산층의 바깥쪽에 배치되며 냉각유로와 주유로를 

갖는다. 

○ 그러나 이러한 카본계 분리 은 제작비용이 많이 들뿐 아니라 

열  기 달효율이 낮고 강도 문제로 인해 분리  자체를 

박 화 시키는 것이 어렵고 제작 후에 내 충격 특성이 좋지 않

은 단 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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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분리 의 재료를 강도가 우수하

며 동시에 박 화가 용이한 속 (두께 0.1 ~0.2mm안 )을 이

용하여 제작하고 있다. 속분리 은 기계가공을 통해 유로를 

제작하는 카본계 분리 에 비해 제작시간  비용을 히 낮

출 수 있는 장 이 있다.

○ 속분리 의 경우 스가공 후에 양면에 냉각유로  주유

로가 칭으로 동일하게 형성되어 냉각유로를 최 화하기 한 

형상 용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한 스 후에 박

의 규격오차가 심각하여 수백 장의 연료 지 단  셀을 층하

는 경우 제작 정 도를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문제

이 있다.

다. 분리 ( 극 )

○ 고분자 해질 연료 지는 그 내부에 여러 셀들의 연결이 포함 

되는데 이러한 셀과 셀 간의 기 인 연결은 분리 으로 이루

어진다. 분리 은 연료 지 스택에서 각 지를 분리하고 있는 

도성 으로 인 한 두 지에서 한 지에서는 연료극 으

로 다른 한 지에서는 공기극 으로 기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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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리 은 연료가스와 공기를 차단하는 역할 외에 연료가스와 

공기의 유로확보  외부회로에 류를 달하는 역할을 하므

로 높은 기 도성, 내식성, 열 도성과 함께 낮은 기체투과성

이 요구된다.

○ 분리 은 주로 수지가 함침 된 흑연 , 탄소복합체 , 속  

등으로 제작되는데 유체의 흐름을 돕기 해 유로가 형성되어 

있다. 한 분리 은 지에서 발생된 열을 연료 지 스택 

체에 분배하는 역할도 하는데 과도하게 발생된 열은 공랭식 혹

은 수냉식 열 교환을 통해 회수 는 재활용된다. 지 까지 개

발된 분리  종류는 수지함침 흑연 , 탄소복합체 분리   

속 분리 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이  수지함침 흑연 은 흑연 에 수지(Resin)를 함침하여 기

계가공을 통해 기체유로를 형성시킨 연료 지용 분리 이다. 

기  열 도성이 매우 높고 부식에 매우 강하기 때문에 연

료 지 연구개발 기단계부터 주로 사용되었다. 한 탄소복

합체 분리 은 탄소와 수지를 섞은 상태에서 몰딩을 통해 분리

을 제작한 연료 지용 분리 으로 수지함침 흑연 에 비해 

다소 기 도성  열 도성이 낮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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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수지의 선정  몰딩방법의 최 화를 통해 수지함침 흑

연 과 유사한 수 의 연료 지 성능을 구 시키고 있다. 마지

막으로 속 분리 은 속(주로 스테인리스스틸)을 가공/주물/

몰딩으로 제작하며 기  열 도성은 매우 높으나 내 부식성

이 약한 단 이 있다. 따라서 표면처리나 코 , 합  등을 통해 

내 부식성을 향상시켜 연료 지 스택에 사용한다.

○ 연료 지 분리 은 상술한 바와 같이 연료 지 내부의 자의 이

동에 여하기 때문에 이트를 통하는 기 도도가 가장 

요한 특성이다. 한 가스확산층으로서 가스를 분배하는 유로가 

있어야 하며 반응 가스나 이온들에 한 비 투과성이 요구되며 

화학 으로도 안정해야 한다. 한 고분자 해질형 연료 지의 

주 응용분야로 상되는 자동차  휴 용 제품 시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무게가 가벼워야 하며 량생산이 가능하여야 한다.

○ 이러한 을 개선하기 하여 상기 간략히 설명한 탄소복합체 

분리 이 개발되었다. 상기 탄소복합체 분리 은 낮은 가격과 

가벼운 무게로 흑연 바이폴라 이트를 체할 수 있는 것으

로 평가되는데 원료가 되는 고분자의 특성상 가격이 렴하고 

무게가 가벼우며 반응가스의 유로를 기계가공이 아닌 간단한 

압축성형 혹은 사출성형으로 쉽게 제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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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고분자재료가 갖는 낮은 기 도도로 인하여 분리 에 

있어서 가장 요한 특성이 기 도도를 충분히 달성하기 어

렵다. 한 기계가공 보다는 간편하기는 하나 압축 는 사출

성형을 하여 고분자를 고열로 용융시켜야 하며 이 경우 반드

시 열가소성 수지만이 응용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상당한 에

지가 소비되므로 공정 경제 이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라. 도체

○ 로톤 도체를 연료 지 해질에 용하면 연료 지의 작동

온도를 낮출 수 있으며 한 배기가스로 배출되는 수증기가 공

기극 쪽으로 발생하여 연료가스인 수소가스 재활용에 유리한 

장 이 있어 연료 지의 해질로서 재까지 많은 산화물 

로톤 도체들이 연구되었다. 

○ 이들 산화물들에 침투된 수소이온(H+)은 도 이온으로 작용하므로 

받게(acceptor) 이온을 많이 첨가하면 산화물 내에 수소이온 농도

를 증가시킬 수 있다. 이 때문에 받게 이온에 의해 생성된 산소 빈

자리와 수증기의 반응이 격자 내에 OHO
-
생성에 필수라는 견해도 

있으나 산화물 내의 산소 빈자리 Vo
--
와 수소이온(OHO

-
)은 기

 성조건을 맞추려는 경쟁 계로 보는 것이 일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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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도도에 해서는 산화물 로톤 도체들 에 높은 

기 도도가 보고된 BaCeO3계 페롭스카이트 조성의 해질에 

해 가장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이 조성의 Ce
4+
이온자리

에 여러 가지 받게 이온들을 첨가하여 로톤을 생성시키기 

한 연구들이 주로 수행되었다. 7종의 이온들을 다양한 몰%로 

첨가하여 기  특성을 평가하 으며 그 결과 기 도도 값

과 해질의 도 등을 고려해 볼 때 해질로서 사용하기 가

장 당한 첨가량은 10몰% 첨가한 경우라고 공통되게 보고하

다. 이처럼 Ce
4+
이온보다 큰 양이온들은 다양하게 첨가된 논

문들이 보고되었으나 Ce
4+
이온보다 반경이 작은 양이온을 첨가

한 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 특히 Ce
4+
이온 는 La

4+
이온은 고가의 물질이어서 이를 체할

만한 가의 체 재료의 필요성이 두되었는데 여기서 Ce
4+

를 체하여 보다 크기가 작은 양이온을 도입함으로써 체 재

료에 의한 연료 지용 해질로의 실용화 가능성을 탐구하고 

량 생산체제 하에서의 제조단가를 감하기 한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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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엔드 이트

○ 연료 지 스택용 엔드 이트는 연료 지 스택의 엔드 이

트를 샌드 치 구조로 용하면서 샌드 치 구조를 이루는 부

재들을 막부재로 감싸 으로써 스택내의 열 달을 감소시켜 연

료 지 냉 시동 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스택의 단열효과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 이를 해 어도 하나 이상의 서로 다른 부재로 구성된 엔드

이트 내측부재와 상기 내측부재의 어도 하나 이상의 부

재를 감싸고 있는 막부재, 상기 내측부재의 외부를 감싸는 

연체와 스택 내부의 기를 모아서 외부로 보내주는 집 으

로 구성된다.

3. 스택부품제작 자동화

가. 부품제작 자동화

○ 연료 지 스택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5층 구조의 멤 인을 자

동으로 제작하는 설비로 MEA와 GDL의 일체화 부품을 제작할 

때 MEA  GDL의 투입에서부터  공정  타발공정까지  



67

공정을 로  등을 이용하여 자동화한다. 각 공정 간의 연계

인 작업의 흐름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정해진 

로그램에 따라 오차 없이 공정이 진행되므로 항상 일정한 제

품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연료 지 스택 부품 제작 자동화 

설비를 구축한다.

○ 술한 고분자 해질 연료 지는 단일 지인 경우 통상 1V 

내외의 출력 압을 가진다. 따라서 1V보다 높은 압의 연료

지를 제작하기 해서는 여러 개의 단 지를 기 으로 직

렬 연결하여 스택으로 한다. 연료 지 스택은 애노드 극과 캐

소드 극  이 극들 사이에 치하는 고분자 해질막으로 

이루어지는 막 극집합체(MEA), 가스확산층(GDL), 가스켓 등

을 포함한다. 이러한 연료 지 스택은 MEA 에 가스확산을 

도와주는 GDL을 교 로 층 조합한 형태로 구성된다. 

○ 그러나 기존의 MEA와 GDL의 일체화 부품은 각 공정 내에서

의 작업이나 공정과 공정 간의 이송 등이 수작업에 의존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생산성 측면에서 불리하고 제품의 품질 면에

서도 불리한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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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들면, MEA 타발 공정 시 작업자가 일일이 타발 스를 

이용하여 MEA를 커 해야 하고  이를 GDL과 층한 다음 

MEA/GDL 합공정에서 층 조합된 것을 하나하나 핫 

스에 투입한다. 이를 고온(110℃), 고압(4ton)으로 압착하여 

MEA/GDL 일체화 부품을 하나씩 제작하고 있다. 이는 비효율

이므로 앞으로 진 된 자동화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나. 스택자동 층장치

○ 연료 지 스택의 양산을 한 연료 지 스택 자동 층장치  

방법은 분리 과 MEA를 공 하는 공 부와 이를 층하는 

층부를 일직선상에 배열하여 구성한다. 이는 단  셀의 층 

시간과 연료 지 스택의 조립시간을 단축시킨다.

○ 분리 과 MEA가 층되어 구성되는 단  셀이 여러 개 층 

제작되는 연료 지 스택 자동 층장치는 분리  캐소드, 분리

 애노드, MEA가 다수로 각각 공 되는 캐소드 카트리지, 애

노드 카트리지, MEA 카트리지가 일직선상에 배열되어 공 부를 

이룬다. 다음은 이것들이 순차 으로 층되는 층가이드박스

로 구성되는 층부, 상기 분리  캐소드, 분리  애노드, MEA

를 상기 층부로 이송하는 직교로 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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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와 같이 연료 지 스택을 제작하기 해서는 MEA와 분리

 등 단  셀의 구성 요소들을 반복 으로 층하는 공정이 

필요하며 종래 연료 지 스택의 층공정은 사람의 손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와 같이 인력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층하는 사람에 따라 작업시간은 물론 연료 지 스택의 성능

까지 달라지는 문제가 있으며 과다한 인력낭비와 비효율 인 

생산, 량생산의 어려움 등 여러 문제가 있었다.

○ 자동화는 종래 연료 지 스택 자동 층장치를 포함하는 자동 

조립 설비의 구성으로 분리 과 MEA를 공 하는 공 부, 공

된 분리 과 MEA를 층한 다음 기 시험을 실시하는 층/

기 검수부, 최종 으로 스택을 층하는 최종 층부로 구성

된다. 연료 지 스택 자동 층장치는 분리 과 MEA가 담겨있

는 카트리지가 횡 방향으로 나란하게 배치되며 2축 직교로 을 

이용하여 분리 과 MEA를 흡착한 다음 종 방향으로 이동하여 

턴테이블 상에 교번시켜 층된다. 

○ 이 게 층되어 다수의 셀로 구성된 스택은 90° 회 되어 압

축된 후 기 시험을 실시한다. 기 시험을 통과한 스택들은 다

시 90° 회 되어 일정하게 층된 후 체결되어 모듈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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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 론

○ 이 보고서에서 PEMFC에 용할 수 있는 주어진 재료와 운  

조건에서 최고의 성능을 보여주는 조합이 보고되어 있다. 그것

은 Pt와 이오노머의 양이 각각 0.05mg/cm
2
로 상하는 최  

출력 도에 한 신용범 는 438.27-689.24mW/cm
2
에 이른다.

○ 이 논거에서 제되는 것은 이 조건이 모든 경우에 용되는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는 개발 가능성에 따라 앞으로도 

더 개선될 수 있음이다. 모든 과학기술이 그 듯이 최상의 조

건은 발 되어 가는 상황에 따라 더 좋은 것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연료 지 분야는 은 과학으로써 앞으로의 개

발 여지가 많이 남아있는 학문분야이다.

○ CCM스 이법을 활용하여 PEMFC MEA를 캐소드와 애노드

에 이오노머 함량을 변화시키면서 제작할 수 있다. 공기와 수

소로 운 할 때 최상의 MEA성능은 이오노머 함량이 캐소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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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노드에서 각각 30wt%와 25wt%이다. 낮은 이오노머 함량(20

과 25wt%)의 MEA는 EAS(electrochemical active surface 

area)값에서 기 하는 것보다 낮은 기화학 활성을 보이는데 

낮은 단셀 성능에서 래되는 높은 이온 항에 기인하는 것으

로 단된다. 

○ 높은 이오노머 함량 35wt%는 농도 과 압이 심각하고 30wt%

의 이오노머에 비해 기화학 활성은 조  낮다. 이는 낮은 이

온 항에 기인하는 EAS값에 비례한다. 따라서 최고의 압과 

출력은 30wt% 이오노머 캐소드에서 보여 다. 

○ 성능에 향을 끼치는 인자는 미세구조 인자들로서 이것은

   – 매/이오노머 계면 면 (EAS)

   – 이오노머 네트워크를 통하는 이온 항

   – 다공체를 통과하는 질량이동으로 

   – 이들은 모두 이오노머 함량에 좌우된다.

○ 음 는 색다른 캐비테이션, 물의 sonolysis, 강화된 물질 달 

상으로 나노입자의 연료 지 매, 막 등의 제조에 뛰어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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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다. 음 는 속 매의 환원제로 작용, ORR, CNT담체의 

매 고도분산에 유용하다. PEMFC, DMFC 등에 용한 음

 제조 매는 좋은 성능이 찰된다. 따라서 음 법은 타법

에 비해 가, 쉬운 방법, 시간단축, 오염감소 등에서 유리하다. 

○ PEMFC 성능에 향을 끼치는 GDL에 Pt 스퍼터링으로 제작

하는 MEA의 구조인자의 최 화는 제작자들이 코스트를 감

하기 하여 결정 으로 요하다. Taguchi법이 MEA구조 조

합에 사용되었고 결과의 요약은 아래와 같다.

   – PEMFC 최  워 도의 효과  라미터는 Pt의 양, Nafion

막의 두께, GDL의 Nafion 이오노머와 지지재료의 양이다. 

   – 주어진 값에서 최 조건은 막은 Nafion112, 0.05mgPt/cm2의 

Pt 스퍼터링 양, 0.05mg/cm2의 애노드/캐소드의 Nafion 이

오노머양, 카본지의 GDL이다. 이때의 최  워 도는 

566mW/cm2이었다. 

   – Nafion112(51㎛)가 그 에서 좋은 결과를 주는 최소막이다. 

왜냐하면 Nafion막의 옴 항은 막 두께가 감소하면서 감소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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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EA의 낮은 Pt 로딩은 스퍼터링으로 가능하다. 이는 삼상

계면(TPB)의 형성이 유리하고 박막 매층이 직  양자

도막과 극과 바로 이웃하여 활성화가 쉽다. 

   – 매층의 이오노머 함량은 성능에 정  효과를 다. 코

스트 면에서도 매로딩을 감소시키고 매의 성능과 유용

성을 개선한다. 

   – GDL의 지지재료는 PEMFC 성능에 요역할을 한다. 

PEMFC의 온도는 류 도가 증가하면서 증가한다. 이는 양

자 도막의 탈수를 가져온다. 그러나 건조조건 하에서 카본

지는 구불구불한 구조 때문에 생성물의 손실을 방지하여 막

의 수화정도를 높이고 옴손실을 감소시킨다. 

○ 국내에서 연료 지의 연구개발은 포스코, 삼성, LG 등 기업

과 퓨얼셀 워 등 소기업  연구소와 학 등에서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들의 연구는 연료 지분야가 최첨단 기술과 

정보가 동원되기 때문에 극히 제한된 보안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공개된 정보에만 의존하면서 새로운 

개척분야에 그야말로 외로운 탐색을 진행하고 있다. 



74

○ 이러한 상황에서 연료 지기술은 녹색기술의 요한 부문인 만

큼 정책  지원이 강조되는 부분이다. 앞으로 요소기술과 원천

기술을 국가차원에서 획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들에 한 

지원과 투자가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게 된다. 배 의 성원을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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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료 지의 제작기술 동향”은 연료 지 에서 상업화에 가장 먼  

진입하고 있는 폴리머 해질막 연료 지(PEMFC)에 한 것이다. 연료

지의 제작기술은 안정되고 장기 인 좋은 성능과 신뢰성  코스트 

면에서 기존의 발 기술과 경쟁력이 우선 제된다. 따라서 이 보고서

는 신뢰성 있는 최고의 성능을 낼 수 있는 재료와 구조의 선정  물과 

온도, 열 리 등 측면에서 최 화의 조건을 구하는 기법에 하여 먼  

기술한다. 이어서 MEA의 매와 막의 구성  제법 그리고 각 구성품

에 한 제작기술을 최신정보를 근거로 기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