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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iO2 membranes for polymer electrolyte membrane fuel cell (PEMFC) are preapared by electrospinning method. It leads to high porosity and surface area of membrane to accommodate the proton
conducting materials. The composite membrane was prepared by impregnating of Nafion ionomer into the
pores of electrospun SiO2 membranes. The SiO2:heteropolyacid (HPA) nano-particles as a inorganic proton
conductor were prepared by microemulsion process and the particles are added to the Nafion ionomer. The
characterization of the membranes was confirmed by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FE-SEM),
thermogravimetry analysis (TGA), and single cell performance test for PEMFC. The Nafion impregnated
electrospun SiO2 membrane showed good thermal stability, satisfactory mechanical properties and high proton
conductivity. The addition of the SiO2:HPA nano-particle improved proton conductivity of the composite
membrane, which allow further extension for operation temperature in low humidity environments. The
composite membrane exhibited a promising properties for the application in high temperature PEMFC.
KEY WORDS : PEMFC(고분자 전해질 막 연료전지), Electrospinning(전기방사), SiO2(실리카), Heteropolyacid
(헤테로폴리산), Composite membrane(복합막), Nano ionomer(나노 이오노머)

1. 서

론

연료전지(fuel cell)는 기존의 에너지 변환 방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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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달리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직접 변환함
으로써 높은 효율을 가지며,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적인 시스템으로 각광받고 있
다1). 고분자 전해질 막 연료전지(PEMFC, polymer
electrolyte membrane fuel cell)는 수소와 공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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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산소를 이용하여 물과 열을 발생시키며, 약 60∼
100℃의 온도에서 작동된다. 그 중 고분자 전해질
막은 연료전지의 상용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소재로서 음극에서 생성되는 수소 이온을
양극으로 수송할 뿐 아니라, 음극과 양극을 분리시
키는 격리판 역할을 한다. 따라서 고분자 전해질 막
은 수소 이온 전도도가 높은 반면 전자 전도성은 낮
아야 하고, 기계적 강도 및 화학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DuPont 사의 Nafion 막이 가
장 널리 이용되고 있으나, 이러한 perfluorosulfuric
acid 계통의 막은 수화되어 있어야만 수소 이온 전
도성을 유지하므로 100℃ 이상의 고온에서는 전도
도가 저하되고 연료 가스의 투과가 증가하는 점 등
이 문제점으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고분자 전해질 막 연료전지를 100℃ 이상의 고온
에서 운전할 경우 양극의 반응속도가 향상되고 일
산화탄소에 의한 전극의 피독 현상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양극에서의 flooding으로 인한 수막현상을 저
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고온,
저가습 조건에서 높은 수소 이온 전도도를 유지하
면서 치수안정성을 가지는 전해질 막에 관한 연구
2)
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
그 중에서도 유기물질인 고분자에 무기물을 첨가
하여 고온에서 열적 안정성 및 치수 안정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수소 이온 전도도를 유지하는 유-무기
3,4)
복합막의 개발이 최근 각광받고 있다 . 특히 SiO2,
TiO2, ZrO2와 같은 무기산화물은 표면에 있는 산소
5,6)
에 물이 흡착되어 막의 함수율을 높일 수 있다 .
또 다른 예로는 이온전도성을 가지는 고체산 촉매
에 대한 응용을 들 수 있다. 대표적인 고체산 촉매인
heteropoly acid(HPA)는 산성이 강하며, 중심 원소
인 금속이온을 바꾸어 산성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장
점이 있어 산 촉매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그
중에서도 12-tungsto(VI) phosphoric acid는 Keggin
구조라 불리는 독특한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기본 단위 사이의 틈에 물과 같은 극성물질을
채워 형태가 변형되며 이러한 기본단위의 충진방법
은 양이온이나 결정수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HPA
에 수착되는 극성물질은 표면에만 흡착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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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까지 들어가 액체와 비슷한 형태, 즉 의액상을
7,8)
이루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이를 통하여 표면뿐
아니라 내부 활성점도 촉매반응에 참여할 수 있으
나 이러한 극성물질과의 친화성 때문에 HPA가 완
전히 용해되어 버리므로 수화상태의 연료전지 운전
조건에서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HPA의 침출을
방지하기 위해 실리카에 HPA를 고정하는 연구가
9-11)
많이 진행되어 왔다 .
이 같은 무기 나노입자가 첨가된 복합막의 경우
엔 기계적 물성이 고분자에 비해 우수하지 않아 연
료전지 전해질 막에 응용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
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표적 방안으로 전기방사
(electrospinning) 방법이 있다. 전기방사는 수십 또
는 수 나노미터 직경의 연속 섬유를 쉽게 제조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용액의 조성 및 방사 조건에 따라
넓은 표면적과 복잡한 기공구조를 가지므로 넓은
비표면적을 얻을 수 있다. 또한 분자수준의 조절이
가능하여 상전이나 캐스팅과 같은 다른 막 제조 방
법에 비해 독특한 분자사슬형태와 결정화도를 얻을
수 있어 새로운 기계적 구성을 확립할 수 있다. 이를
응용하여 다양한 특성의 막을 제조할 수 있기 때문
에 다공성 지지체를 이용한 복합막이 상업화에 가
장 근접한 기술로 현재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
12,13)
다 . 섬유형태의 다공성 고분자에 전해질을 함침
14)
하는 연구 나 또는 무기물질을 전기방사한 섬유형
태의 막에 전해질을 함침하는 연구들이 발표된 바
15,16)
있다 . 앞서 언급했듯이 무기물질의 경우, 열적
안정성이 높음에도 부러지기 쉬운 성질로 인해 막
제조가 어려워 연구가 제한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최근 전기방사를 통해 이러한 기계적 물성을 개선
15,16)
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
본 연구에서는 전기방사의 방법을 이용하여 열적
안정성과 기계적 강도가 좋은 다공성의 SiO2막을 제
조하였으며, 이 막에 nano ionomer를 함침하여 적합
한 수소 이온 전도도를 가진 복합막을 제조하였다.
Nano ionomer에는 Nafion ionomer와 microemulsion
방법으로 합성한 SiO2:HPA 나노입자를 사용하여
이에 따른 막의 물성 비교를 진행하였다. 또한 고온,
저가습 조건에서 운전하는 PEMFC에 적용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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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SiO2:HPA 나노입자의 합성

16)

Fig. 1 The schematic diagram of electrospinning setup

하여, 막-전극 접합체(MEA, membrane electrode
assembly)를 구성하였으며 전기화학적 특성 및 단
위전지 성능평가를 진행하였다.

2. 실험방법
2.1 복합 전해질 막의 제조
2.1.1 다공성 무기 막의 제조
전기방사를 위한 실리카 용액은 졸-겔(sol-gel) 반
응을 이용하여 제조하였다. Tetraethyl orthosilicate
(TEOS, sigma aldrich), 에탄올, 증류수, 염산을 1 : 2 :
2 : 0.01의 몰 비율로 각각 혼합하여 75℃에서 3시간 동
안 반응을 진행하였다. 이 용액에 dimethylformamide
(DMF, sigma aldrich)를 첨가해 희석하여 방사용액
을 제조하였다. 전기방사 시스템은 Fig. 1과 같이 high
voltage power supply(Model 230-30R, Bertan),
desktop robot(DTR2-33-10T-EX, DASAROBOT),
그리고 실린지 펌프로 구성하였다. 다공성의 SiO2
막을 제조하기 위해 챔버 안의 온도와 습도는 각각
25∼30℃, 20∼40%로 유지하였으며, 분사노즐과 기
판 사이의 거리는 10cm로 조절하였다. 약 19∼20kV
의 전압에서 25μL/min의 속도로 용액을 분사하여
40∼45μm 두께의 다공성 SiO2막을 제조하였다. 이
막을 200℃에서 12시간 동안 진공 건조하였다.

SiO2:HPA 나노입자는 microemulsion 방법으로 합
성하였다. Sodium bis(2-ethylhexyl) sulfosucinate
(AOT, sigma aldrich)를 계면활성제로 사용하였으
며, 이는 AOT/oil 상의 형성으로 cosurfactant의 첨
가 없이도 많은 양의 물을 용해시킬 수 있다. AOT
를 oil 상인 cyclohexane에 용해시켜 0.2 M의 용액
을 제조하였다. 여기에 HPA 일종인 12-tungsto(VI)
phosphoric acid(H3(PW12O40)･nH2O, Kanto Chemical
Co., INC)을 녹인 물을 첨가하여 microemulsion상
을 얻었다. 1시간 이상 교반시킨 후, 실리카 전구체
인 TEOS를 혼합용액에 적하시키고 다시 24시간 동
안 교반하였다. SiO2:HPA 나노입자가 용액 안에 형
성되는 것이 보이면, 15000rpm에서 2시간 동안 원
심분리 하여 나노입자를 분리한다. 상등액은 버리
고 아세톤과 증류수로 반복 세척한 후 상온에서 12
시간 이상 건조시킨다9).

2.1.3 유-무기 복합막의 제조
5wt% SiO2:HPA 나노입자를 Nafion 용액 (Nafion
5wt% soln. of lower aliphatic alcohols/H2O mix,
EW1100, sigma aldrich)에 첨가하여 장시간 교반과
초음파 세척을 진행하였다. 잘 분산된 용액을 단위
면적 당 0.2g이 함침 되도록 고정된 다공성의 SiO2
막에 부은 뒤, 60°C 에서 12시간 건조하고 80°C 다
시 12시간 동안 진공 건조한다. 건조 후 막의 두께는
80∼100μm 이다.
SiO2:HPA 나노입자의 첨가로 인한 막의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Nafion 용액만이 첨가된 SiO2막을 같
은 방법으로 제조하였으며 막의 두께는 30∼50μm
이다. 또한 연료전지 성능 비교를 위해 상용 막인
Nafion 212(50μm thickness, DuPont)를 사용하였다.

2.2 막-전극 접합체의 제조
전극 제조를 위한 촉매 슬러리는 40wt% Pt/C
(HISPEC 4000, A Johnson Matthey company)와
5wt% Nafion 용액을 사용하여 제조하였다. 백금과 증
류수, Nafion 용액, isopropyl alcohol(IPA, Dae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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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1 : 4 : 0.4 : 12의 질량 비율로 혼합하였으며, 막의
2
양 면에 백금이 0.4mg/cm 가 도포되도록 spray하
여 막-전극 접합체를 제조하였다.

2.3 막의 특성 분석
다공성의 SiO2막의 형태학적 특성은 주사전자현
미경(FE-SEM,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JSM-6701F, JEOL)을 이용하여 확인하였
다. 또한 막의 공극률은 물질의 이론적인 질량 계산을
통한 apparent porosity (1)와 부탄올 분위기 내의 습윤
상태 막과 건조 막의 무게를 통한 buthanol porosity
(2)를 통해 확인하였으며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 


(1)

 
     (2)
    





지에 적용되어 단위전지를 구성하고 전압과 전류를 측
정하였으며, 전기화학적 분석 및 막의 저항과 이온 전
도도를 확인하기 위해 AC impedance(PGSTAT-30,
Autolab) 측정기를 이용하였다. 수소 이온 전도도
값을 계산할 때 사용된 식은 다음과 같다.


 
 ×  

(3)

(3)의 식에서,  는 수소 이온 전도도(S/cm), L은
막의 두께(cm), 그리고 A 는 막의 접촉면적(cm2)을
나타내며, R은 막의 bulk 저항(Ohm)을 나타내고 있
다.
연료전지 운전 시 반응기체의 유량은 막-전극 접
합체의 활성 표면적 1cm2기준에서 음극과 양극에
수소와 산소 기체를 각각 100㎖/min와 150㎖/min이
흐르도록 고정하였으며 외부 압력은 상압을 유지하
였다. 또한 고온에서 셀의 성능 평가를 위해 운전온
도를 달리하여 110, 130, 150℃(각각 상대습도 50,
30, 15%)에서의 성능을 비교하였다.

위의 식에서  은 건조된 상태에서의 막의 실제
질량(g)이며,  은 막의 공극률이 0이라고 가정할
때의 막의 질량(g)이다.  은 부탄올을 흡수한
막의 질량(g)이며,  와  은 각각 부탄올의 밀
도(g/cm3)와 실리카 막의 밀도(g/cm3)이다.
SiO2:HPA 나노입자의 합성은 적외선 분광 분석
기(FT-IR, 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um 100
FTIR spectrometer, perkin elmer)을 통해 확인하
였으며, X선 회절 분석기(XRD, X-Ray diffraction,
Miniflex, Rigaku)를 이용하여 회절각을 0에서 80°
사이에서 변화시키면서 구조변화를 관찰하였다. 복
합막의 형태학적 특성은 주사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관찰하였고, 막의 열정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열중량 분석기(TGA, thermo gravimetric analyzer,
TGA/DSC 1, mettler toledo)를 이용해 질소분위기
에서 50에서 800℃ 까지 10℃/min의 속도로 가열하
면서 무게변화를 측정하였다.

2.4 연료전지의 단위전지 성능평가
제조된 막-전극 접합체는 고분자 전해질 막 연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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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3.1 막의 특성
전기방사의 경우, 섬유의 형성은 물질의 분자량,
용해도와 같은 고유 특성 및 방사용액의 점도, 농도,
표면장력 등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다. 뿐만 아니라
용매의 증발과 주변의 상대습도, 용액의 공급속도,
자기장 강도 등도 중요한 인자로 작용하여 섬유의
형성 및 형태 특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실
험적인 경험을 통해 전기방사에 적합한 방사용액
조건 및 주변 환경 조성 등 전기방사에 영향을 미치
는 복합적인 인자를 확인하였다. 전기방사를 위한
실리카 용액은 DMF를 첨가하여 희석한 후 150∼
170cp의 점도를 가지는 것이 적합하였다. 또한, 이
렇게 전기방사 된 다공성 실리카 막을 200℃에서 소
결하면 유기물질 및 불순물이 제거되어 결정화도가
높은 막을 얻을 수 있다. Fig. 2는 전기방사한 실리
카 막의 SEM image이다. 실리카가 원형단면을 갖
는 매끄러운 섬유 형태로 분사되어 적층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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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EM images of the electrospun SiO2 membrane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섬유의 두께는 약 0.5∼1.0
㎛로 적층된 섬유 사이로 많은 기공이 형성되어 있
다. 전기방사한 실리카 막의 공극률을 확인해 보면
apparent porosity는 92%, buthanol porosity는 96
%로, SiO2막의 많은 기공으로 인해 유-무기 복합
막 제조 시 무기 나노입자가 첨가된 이오노머가 충
분히 함침된 막을 얻을 수 있었다.
Fig. 3은 microemulsion 방법으로 합성된 SiO2:HPA
나노입자의 SEM image이며, Fig. 4는 HPA과 SiO2:HPA
나노입자의 적외선 분광 분석기를 통한 흡수 스펙
트럼을 나타내었다. 합성에 사용한 Keggin 구조를

Fig. 3 SEM images of SiO2:HPA nano-particles

Fig. 4 FT-IR spectrum of HPA and SiO2:HPA nano-particles
3(and the Keggin structure of PW12O40 , identifying the four
type of oxygen in the structure)

가지는 HPA의 흡수 스펙트럼은 Ｐ－Ｏａ 는 1075
cm-1, Ｗ＝Ｏｄ 는 980cm-1, Ｗ－Ｏｂ－Ｗ 는 890cm-1,
그리고 Ｗ－Ｏｃ－Ｗ 는 810cm-1에서 나타난다. SiO2:
HPA 나노입자의 흡수 스펙트럼에서는 Ｐ－Ｏａ 의 비
대칭 신축진동이 1064cm-1에서, Ｗ＝Ｏｄ 의 비대칭 신
축진동이 950cm-1에서 나타난다. 또한 Ｗ－Ｏｂ－Ｗ
은 898cm-1 에서 매우 약하게 나타나며, Ｗ－Ｏｃ－Ｗ
은 792cm-1에서 신축진동이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Fig. 5 XRD data of HPA and SiO2:HPAnano-p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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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EM images of the SiO2/Nafion-SiO2:HPA ionomer
composite membrane

이러한 스펙트럼의 변화는 합성과정 중 TEOS의 가
수분해반응 동안 Keggin anion이 SiO2 matrix에 매
여서 고정되므로 이 안에서의 Keggin구조가 관찰
9)
되기 때문이다 . 또한 SiO2:HPA 나노입자의 흡수
+
-1
스펙트럼에서 H3O 이온이 1705cm 에서 확연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polyanion 안에서 acidic proton의
+
+
이동이 H3O 또는 H5O2 에 의해 나타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Fig. 5는 HPA과
SiO2:HPA 나노입자의 X선 회절 분석의 결과를 보

Fig. 7 TGA data of the SiO2/Nafion-SiO2:HPA ionomer composite
membr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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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준다. HPA는 0에서 80°의 회절각에서 피크가 나
타나는데, SiO2:HPA 나노입자에서는 이 피크들이
사라지면서 완만한 곡선의 형태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HPA이 SiO2 matrix안에서 균일하게
분산되어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SiO2/nano ionomer복합막의 단면은 Fig. 6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면을 보면 섬유상의 SiO2막 사이
로 nano ionomer가 함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7은 열중량 분석 결과로, 전기방사한 SiO2
막과 SiO2/nano ionomer 복합막의 온도에 따른 질량
변화를 나타낸다. 전기방사한 SiO2막의 경우 800℃
의 온도까지 약 20%의 질량감소를 보여 열적인 안정
성이 확보됨을 확인하였다. SiO2/nano ionomer 복합
막의 경우, 막의 수화로 인한 질량감소가 나타나는
영역인 50∼200℃에서는 약 7%의 질량감소를 보였
으며, 이후 320℃부터는 유기물질인 Nafion ionomer
의 구조 붕괴에 의해 급격한 감소를 보였다.

3.1 막의 전기화학적 특성 및 단위전지
성능평가
Nano ionomer 종류에 따른 막의 특성을 분석하
기 앞서, 전기방사한 SiO2막과 상용막인 Nafion 212
막의 연료전지 성능을 비교하였다. 상용막이 가장
최적화된 성능을 보이는 조건인 75℃와, 이에 비해
고온 저가습 조건인 110℃에서 연료전지를 운전하
였으며 성능곡선을 비교하여 Fig. 8에 나타내었다.
Fig. 8의 (a)는 75℃의 온도에서, (b)는 110℃의 온도
에서 연료전지 운전 시 상용 막과 전기방사를 이용
한 복합 막의 성능 곡선이다. 75℃에서는 상용막인
Nafion 212 막이 더 우수한 성능을 보이지만 110℃
에서는 전기방사한 실리카 막의 matrix에 Nafion
용액을 함침하여 만든 막이 더 좋은 성능을 보인
다. Nafion 막은 충분히 수화된 환경에서만 수소 이
온 전도도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100℃이상의 고온
에서는 상대습도가 낮아져 급격한 수소 이온 전도
도의 감소로 성능이 줄어든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
나 전기방사를 통해 제조된 막은 나노 섬유의 3차원
으로 연결된 기공구조와 높은 기공도가 이온이 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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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AC impedance data of the SiO2/Nafion ionomer composite membrane and the SiO2/Nafion-SiO2:HPA ionomer composite
membrane at 110, 130, 150℃

Fig. 8 Polarization curve of the commercial Nafion 212 membrane and the SiO2/Nafion ionomer composite membrane (a)
75℃ (b) 110℃

통과하는 것을 쉽게 하고, 넓은 표면적은 두 성분 사
이의 친화성과 더불어 전해질에 의한 섬유의 수화를
개량할 수 있게 한다. SiO2 matrix는 TEOS의 축합
반응을 통해 Si-O-Si 형태로 연결되며, hydrolysis
반응에 의해 얻어진 nano silica 입자 형태로 이뤄져
있다. 따라서 SiO2/nano ionomer 복합막이 고온에
서도 구조적으로 안정된 지지체 역할을 한다. 또한
실리카의 –OH 기가 수분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단
일막에 비해 hydrophillic한 부분이 증가하는데, 이
러한 함수율의 증가는 주로 bound water molecule
함량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이로 인해 가습조건이

낮아지는 100℃이상의 운전환경에서도 연료전지 성
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기방사한 SiO2막에서 nano ionomer의 영향에
따른 전기화학적 특성은 Fig. 9의 AC Impedance
측정결과로 설명할 수 있다. 일반적인 전해질 막의
Impedance 결과는 Fig. 9와 같은 Nyquist plot으로
나타나는데, 원점에서부터 plot이 시작되는 점까지
의 x축 저항 값이 막에 의한 bulk 저항 값이며, 반원
형의 plot에서 반원의 지름에 해당하는 x축 저항 값
이 계면이중층에서의 charge transfer저항이다17). 온
도가 높아질수록 반응 활성도가 낮아지므로 charge
transfer저항이 확연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SiO2:HPA 나노입자를 첨가한 막이 그렇지 않은 막
보다 더 작은 charge transfer 저항을 나타냈으며,
특히 100℃ 이상에서 두 저항 값 사이에 더욱 큰 차
이가 보였다. 이는 SiO2:HPA 나노입자의 첨가로 인
해 막-전극 접합체 내에서 열적 안정성 및 수분함
유량이 좋아져 수소 이온의 이동이 더욱 원활해졌
음을 예상할 수 있다. Fig. 10에서는 다양한 온도에
서 AC Impedance 측정으로 얻은 막저항 값을 막의
단위 두께 ㎛ 당 저항값으로 도식화하여 나타내었
다. 막저항은 100℃ 이상의 온도에서 상대습도가 줄
어듦으로써 막의 수화도가 떨어져 그 값이 크게 증

Trans. of the Korean Hydrogen and New Energy Society(2011. 10), Vol. 22, No. 5

575

전기방사를 이용한 SiO2/nano ionomer 복합 막의 제조 및 고온 PEMFC에의 응용

Fig. 10 Membrane resistance data of the SiO2/Nafion ionomer
composite membrane and the SiO2/Nafion-SiO2:HPA ionomer
composite membrane

가하게 되는데, SiO2:HPA 나노입자를 첨가한 막이
그렇지 않은 막보다 확연히 더 작은 저항 값 및 증
가율을 보였다. 이로 인해 Fig. 11과 같은 막의 수소
이온 전도도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수소 이온 전도도
결과를 보면, 두 가지 막 모두 90℃에서 가장 좋은
전도도를 나타냈으며, SiO2:HPA 나노입자를 첨가하
였을 경우 수소이온전도도가 1.62×10-1S/cm로 첨가

Fig. 11 Proton conductivity of the SiO2/Nafion ionomer composite membrane and the SiO2/Nafion-SiO2:HPA ionomer composite
membr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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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Polarization curve of the SiO2/Nafion ionomer composite membrane and the SiO2/Nafion-SiO2:HPA ionomer composite membrane (a) 110℃ (b) 130℃ (c)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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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은 막에 비해 2배 가량 더 크게 나타났다. 10
0℃이상의 온도 범위에서는 수소이온 전도도가 감소
하였지만 SiO2:HPA 나노입자를 첨가한 막이 일정
하게 더 높은 수소 이온 전도도를 유지함을 확인하
였다. 일반적으로 Nafion 상용 막이 75℃ 부근에서
최대 성능을 갖는다는 사실을 고려하였을 때, 전기
방사한 SiO2 matrix가 막 내부의 함수율을 향상시
킴으로써 고온에서 Nafion의 수소 이온 전도도를
유지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
다. 또한 SiO2:HPA 나노입자는 100℃ 이상의 고온,
저가습 조건에서도 함수율을 유지하도록 하고,
HPA의 이온 전도성으로 인해 수소이온전도도가
크게 향상되었다.
100℃ 이상 고온에서의 단위전지 성능 평가 곡선
은 Fig. 12에 나타내었다. 110℃에서는 SiO2:HPA
나노입자의 첨가에 따라 성능에 큰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으나, 온도가 130, 150℃로 증가하면서 성능
차이가 커지는 것을 확인하였고, SiO2:HPA 나노입
자를 첨가한 막이 더 높은 OCV(open circuit voltage)
를 유지함을 확인하였다. 150℃, 상대습도 15%에서
비교해보면, 0.6V의 일정한 전압에서 SiO2:HPA 나
2
노입자를 첨가하지 않은 막이 0.06A/cm , 첨가한 막
2
이 0.11A/cm 의 전류밀도로 2배 정도의 성능 차이
를 보인다. 이는 앞서 확인한 막의 수소 이온 전도도
의 결과와도 경향이 일치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전기방사를 이용하여 다공성의 SiO2
막을 제조하였으며 수소이온전도도를 가지는 nano
ionomer를 기공에 함침하여 복합막을 제조하였다.
nano ionemer로 Nafion ionomer와 SiO2:HPA 나노
입자를 사용하여 이에 따른 막의 물성 비교를 진행
하였으며 고온 PEMFC에 적용하여 전기화학적 특
성 및 단위전지 성능평가를 진행하였다.
1) 전기방사 방법을 이용하여 제조된 다공성의 SiO2
막은 우수한 열적안정성 및 치수안정성을 가지며,
약 95%의 높은 공극률을 가지므로 nano ionomer

가 충분히 함침된 복합막을 제조할 수 있었다.
2) microemulsion 방법을 통해 합성된 SiO2:HPA 나
노입자는 FT-IR과 XRD를 통해 확인하였으며,
HPA가 SiO2에 잘 분산된 상태로 고정되어있어
물에 용해되지 않으면서도 넓은 활성표면적으로
인해 좋은 수소 이온 전도도를 가짐을 확인하였다.
3) 전기방사된 SiO2막은 기존의 상용 Nafion 막에
비해 저온에서는 낮은 연료전지 성능을 보였지
만 고온, 저가습 조건에서는 더 높은 성능을 보
여, 구조적 지지체 역할을 하는 섬유형태의 SiO2
막이 고온에서 ionomer의 구조붕괴 및 수분함유
량을 개선하여 수소 이온 전도도를 유지함을 확
인하였다.
4) SiO2:HPA 나노입자를 nano ionomer에 첨가한
막은 첨가하지 않은 막에 비해 고온에서 저항의
감소 및 수소 이온 전도도의 개선을 확인하였다.
150℃ 온도의 연료전지 성능평가에서는 0.6V에
2
서 0.11A/cm 의 높은 전류밀도를 보여 고온, 저
가습 조건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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