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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Polymer Electrolyte Membrane Fuel Cell (PEMFC) is a power generation system to convert chemical
energy of fuels and oxidants to electricity directly by electrochemical reactions. As a catalyst support for PEMFCs,
carbon black has been generally used due to its large surface area and high electrical conductivity. However, under
certain circumstances (start up/shut down, fuel starvation, ice formation etc.), carbon supports are subjected to serve
corrosion in the presence of water. Therefore, it would be desirable to switch carbon supports to corrosion-resistive 
support materials such as metal oxide. TiO2 has been attractive as a support with its stability in fuel cell operation 
atmosphere, low cost, commercial availability, and the ease to control size and structure. However, low electrical
conductivity of TiO2 still inhibits its application to catalyst support for PEMFCs. 
In this paper, to explore feasibility of TiO2 as a catalyst support for PEMFCs, TiO2 nanofibers were synthesized 
by electrospinning and calcinated at 600, 700, 800 and 900℃. Effects of calcination temperature on crystal structure
and electrical conductivity of electrospun TiO2 nanofibers were examined. Electrical conductivity of TiO2 nanofibers 
increased significantly with increasing calcination temperature from 600℃ to 700℃ and then increased gradually
with increasing the calcination temperature from 700℃ to 900℃. It was revealed that the remarkable increase
in electrical conductivity could be attributed to phase transition of TiO2 nanofibers from anatase to rutile at the
temperature range from 600℃ to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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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연료전지는 수소와 같은 연료의 화학에너지를 전

기화학적인 반응에 의해 전기 에너지로 직접 변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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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발전 장치이다.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연료전지

는 전기를 생산함과 동시에 반응의 부산물로 물과 

열을 생산한다. 따라서 기존의 화학 발전에 비해 배

기가스가 매우 깨끗할 뿐만 아니라 기존 에너지원보

다 효율이 10 ~ 20% 정도 높다. 
연료전지는 사용되는 전해질에 따라 고분자 전

해질 연료전지(Polymer Electrolyte Membrane Fuel 
Cell, PEMFC), 인산형 연료전지(Phosphoric Acid Fuel 
Cell, PAFC), 알칼리형 연료전지(Alkaline Fuel Cell, 
AFC), 용융탄산염 연료전지(Molten Carbonate Fuel 
Cell, MCFC), 그리고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lid Oxide 
Fuel Cell, SOFC) 로 구분된다. 전해질 특성에 따라 

작동온도에 차이가 있으며, 연료전지를 구성하는 재

료가 다르다
1). 또한 연료전지는 작동 가능 온도에 따

라 다시 고온형과 저온형으로 구분된다. 고온형 연료

전지는 600°C 이상의 고온에서 작동하며 니켈 등 저

렴한 금속촉매를 사용하며 발전효율이 높고 고출력

이지만 시동 시간이 길어 발전소나 대형건물 등에 

적합하다. 고온형의 대표적인 예로 MCFC, SOFC가 

있다. 저온형은 200℃ 이하의 저온에서도 구동되며 

시동시간이 짧고 부하변동성이 뛰어나지만 고가의 

백금 전극이 필요하다. 저온형 연료전지에는 PEMFC, 
PAFC, DMFC가 있다.

저온형 연료전지인 PEMFC의 경우 전해질은 액체

가 아닌 고분자 중합체(polymer membrane) 로 다른 

연료전지와 구별된다. 또한 다른 연료전지에 비해 저

온에서 동작되어 on/off cycle 에 대한 내구성이 다른 

연료전지보다 우수하며, 출력밀도가 높고, 시동시간

이 짧아 자동차용과 휴대기기용 전원으로 활용이 가

능하다. 
PEMFC와 같은 저온형 연료전지의 내구성 및 촉

매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구성요소인 촉매 담체는 

표면적, 전기 전도도, 기공도, 촉매와의 결합력 등의 

특성으로 인해 현재까지는 카본 블랙(CB: carbon 
black) 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CB는 탄소 
부식(carbon corrosion)에 취약하기 때문에 PEMFC
의 장기 성능 구현을 위해서는 탄소 담지체의 부식

이 해결해야할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2-4).

탄소 담체의 부식은 탄소의 기체화 반응으로 열역

학적 표준전압은 0.207VSHE이다. 이는 연료전지의 구

동 전압보다 낮기 때문에 높은 산화과전압이 발생하

여 열역학적으로 산화하려는 경향이 크다. 하지만 반

응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탄소 부식은 일반적인 

PEMFC의 운전조건 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

는다
5).

C + 2H2O → CO2+ 4H++ 4e−, E = 0.207 VSHE (1) 

하지만 반복되는 on/off cycle에서는 연료극(anode) 
에 air/hydrogen boundary이 형성되고 공기극(cathode) 
의 전압이 1.4 VSHE 이상 증가할 수 있다. 이러한 조

건은 탄소 부식의 반응속도를 증가시켜 탄소부식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6-8).

PEMFC에서 탄소 부식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최근 부식에 높은 저항성을 가지는 비탄소계 담체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 연료전지 작

동 분위기에서 높은 안정성과 낮은 가격, 상업적인 

가용성, 크기나 구조 조절의 용이성을 지닌 TiO2가 

담지체로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대표적인 반도체 

재료인 TiO2는 전기 전도도가 낮은 물질이다. 이러한 

TiO2를 담지체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기 전도도의 

향상이 필요하다. TiO2의 전기전도도의 향상을 위한 

방법으로는 산소 공공의 형성, 도펀트의 물질의 추

가, 전도성 물질의 추가, N2또는 NH3분위기에서의 

열처리방법 등이 있다
9).

TiO2를 합성하기 위해한 다양한 방법 중 전기방사

방법을 이용하였다. 전기방사방법은 일정한 점도를 

부여한 용액(Precursor solution)에 수 kV의 고전압을 

인가하여 발생하는 정전기력을 구동력으로 이용하여 

나노섬유를 제조하는 것이다. 전기방사방법의 장점

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나노섬유를 제조할 

수 있는 여러 공정들 중에 가장 편리하면서 손쉬운 

방법이며, 가장 저렴하게 장치를 구성할 수 있다. 둘
째, 재료의 제한이 극히 적기 때문에 재료 선택이 용

이하고, 소량의 용액으로도 방사가 가능하다. 셋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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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illustration of the basic setup for electrospinning
Fig. 2 Schematic illustration of the 2 point probe measure-
ment for electrical conductivity of TiO2 nanofibers. 

재현성이 우수한 나노섬유를 얻을 수 있으며, 다른 

공정으로 얻을 수 있는 섬유재료에 비해 직경이 매

우 작아서 비표면적이 매우 크므로 초경량 소재를 

얻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TiO2 담지체를 합성하기 위해 전기

방사방법을 이용하였으며, TiO2 나노섬유를 담지체

로 사용하기 위하여 열처리 온도의 조절을 통해 전

기전도도 조건을 최적화 하였다.

2. 실험방법

2.1 전기방사방법을 이용한 TiO2 나노섬유 제조

전기방사방법을 이용한 TiO2 나노섬유를 제조하

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TiO2 나노섬유를 제조하기 위해 방사를 위한 

지지체인 Polyvinylpyrrolidone (PVP, Sigma-Aldrich) 
를 에탄올과 교반 후 TiO2 전구체인 Titanium isopro-
poxide (Sigma-Aldrich, 97%)와 Acetic acid를 첨가하

여 방사용액을 제조하였다. 방사용액을 27G(0.2mm)의 

스테인리스 니들과 연결된 플라스틱 실린지에 넣은 

후 20kV의 전압을 인가하여 전기장을 생성하였다. 
TiO2 나노섬유의 손쉬운 회수를 위해 알루미늄 호일 

위에 방사를 하였으며, 방사 후 공기 중에서 24시간 

건조시켰다. 건조 후 열처리를 통하여 다양한 결정 

구조를 갖는 TiO2 나노섬유를 제조하였다.
Fig. 1은 전기방사장치의 모식도이다. 전기방사는 

고분자 용액에 높은 전압을 인가함으로써 고분자 사

슬 사이에 조성된 정전기적인 반발력과 음극과 양극 

사이에 생성된 전기장을 이용하여 직경이 수백nm 
크기의 섬유로 만들어진 섬유 웹을 얻는 기술이다. 
즉, 고전압의 전기장을 가하여(+)로 하전 된 고분자 

용액을 니들로부터 토출시켜(-)로 하전 된 집전체에 

모아지게 되는 것이다. 특정한 임계 전압이 가해지게 

되면, 노즐내의 고분자 용액 또는 용융체로부터 하나

의 jet이 형성되어 용매증발과 함께 나노미터의 직경

을 가지는 여러 섬유로 갈라지게 된다. 이렇게 갈라

진 섬유들은(-)로 하전 된 집전체에 불규칙적으로 수

집되어 나노섬유를 형성한다.

2.2 TiO2 나노섬유의 특성 분석

열처리 과정에서 TiO2 나노섬유의 온도변화에 따

른 무게변화를 분석하고, 이로부터 열처리 온도 범위

를 설정하기 위해 TGA분석을 실시하였다.
TiO2 나노섬유의 형상을 분석하기 위하여 SEM분

석을 실시하였으며, 결정구조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

여 XRD 분석을 수행하였다. 
전기전도도는 Fig. 2와 같이 2 point probe I-V측정 

장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전형적인 2 탐침법으

로 저항을 측정한 후 아래와 같은 관계식에 의해 전

도도로 환산하였다.

 ×
  (2)

여기서, R은 저항[Ω], A는 TiO2 나노섬유의 단면

적[cm2], l은 Cu foil 사이의 거리[cm]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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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GA curve of TiO2 nanofibers with different calcination
temperature

Fig. 4 SEM images of electrospun TiO2 nanofibers with 
different calcination temperature; (a) 600 , (b) 700 , (c) 
800 , (d) 900

3. 결과 및 고찰

3.1 TiO2 나노섬유에 대한 TGA 분석결과

전기방사방법을 이용하여 제조한 PVP/TiO2 나노

섬유로부터 PVP의 완전한 분해를 통한 TiO2 나노섬

유가 합성되는 온도 조건을 결정하기 위하여 TGA 
분석을 실시하였다. TGA 분석의 경우 Air 조건 하에

서 온도는 20℃부터 900℃까지 10℃/min으로 승온 

하였으며, 온도 변화에 따른 중량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Fig. 3는 전기방사방법을 이용하여 제조한 TiO2 

나노섬유에 대한 TGA 그래프를 나타낸 것이다.
무게 변화 그래프를 살펴보면 270℃ 까지 무게가 

서서히 감소하는데 이는 합성 시 사용된 acetic acid, 
에탄올, PVP가 대기 중에서 흡수한 물 분자의 증발

에 의해 무게가 7.43% 감소 된 것이다. 이후 270℃에

서 320℃ 까지 56.40%의 급격한 무게 감소가 나타나

는데 이는 PVP의 main chain이 끊어지면서 분자량

이 작아진 부분의 휘발에 의해서 발생하는 peak이 

확인 되었으며, 이후 side chain의 분해에 의해 13.14%
의 무게 감소가 발생하였다. 600℃ 이후 무게가 서서

히 감소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는 남아있는 

PVP의 분자가 분해되어 무게가 감소하는 것이다
10).

TGA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전기방사방법을 이용

하여 제조한 PVP/TiO2 나노섬유의 열처리 조건으로 

PVP의 완전한 분해와 충분한 TiO2 나노섬유의 합성

을 위해 Air 분위기에서 승온 속도는 10℃/min, 600  
℃ 부터 900℃ 까지 1시간 동안 열처리를 진행하였다.

3.2 TiO2 나노섬유에 대한 SEM 분석결과

Fig. 4는 600℃ 부터 900℃ 까지의 온도에서 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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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ize distribution of TiO2 nanofibers with different 
calcination temperature. The size distribution was obtained 
from the SEM images of 100 nanofibers; (a) 600 , (b) 
700 , (c) 800 , (d) 900

Fig. 6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TiO2 nanofibers with 
different calcination temperature; (a) 600 , (b) 700 , (c) 
800 , (d) 900

Fig. 7 Effects of calcination temperature on rutile fraction 
of TiO2 nanofibers

리된 TiO2 나노섬유의 저배율 및 고배율 SEM 사진

이다. 이를 통해 열처리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TiO2 
나노섬유의 표면의 거칠어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Fig. 5는 Fig. 4로부터 측정한 각각의 온도에서 열

처리된 TiO2 나노섬유의 직경 분포도이다. 
TiO2 나노섬유의 평균 직경은 열처리 온도에 따라 

각각 600℃에서 178.5nm, 700℃에서 176.5nm, 800℃
에서 177.5nm, 900℃에서 181.5nm으로 확인되었으

며, 열처리 온도에 따라 평균 직경의 차이는 크지 않

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크기 분포도 결과 편차

가 크지 않았으며, 비교적 고른 직경의 나노섬유가 

제조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3.3 TiO2 나노섬유에 대한 XRD 분석결과

TiO2 나노섬유의 결정 구조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XRD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2°/min의 스캔 속도로 

20°에서 80°까지 X-선 회절 패턴을 확인하였다.
열처리 온도에 따른 TiO2 나노섬유의 XRD 분석 

결과는 Fig. 6에 나타내었다.
600℃에서 열처리 한 TiO2 나노섬유의 결정 구조

는 anatase 상과 rutile 상이 함께 관찰되었으며, 열처

리 온도가 증가할수록 anatase 상은 줄어들고 rutile 

상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하였다. 
Fig. 7은 XRD 분석 결과를 통하여 아래의 계산식

을 이용하여 열처리 온도에 따른 rutile 상의 함량을 

나타낸 것이다
11).

  





 (3)

여기서 R(T) 는 각 온도에서의 rutile 상의 퍼센트 

함량을 나타낸다. IA 는 anatase 구조의 메인 peak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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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Effects of calcination temperature on electrical con-
ductivity of TiO2 nanofibers

(101), 2θ = 25.30°일 때의 intensity 이며, IR는 rutile 
구조의 메인 peak 인(110), 2θ = 27.44°일 때의 inten-
sity 이다.

TiO2의 대표적인 결정구조는 anatase상과 rutile상
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rutile 상은 열적 안정성이 가장 우수하기 때

문에 anatase 상이 고온에서 rutile 상으로 전이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12). 이는 Fig. 6의 결과로도 확인 할 

수 있다. 열처리 온도의 증가에 따라서 TiO2가 열역

학적으로 안정한 rutile 상으로 상전이 된 것이다.
반도체의 에너지 밴드 갭은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 

정도 값을 가지며, 전기전도도는 온도에 따라 변화

가 크다. 반도체 재료는 온도가 증가할 때 원자가띠

(valence band) 의 전자의 일부가 가전자띠(conduction 
band) 로 들뜨게 되어 전기전도도가 증가한다.TiO2 
나노섬유 또한 대표적인 반도체 재료로써 rutile 구
조의 에너지 밴드 갭은 3.0eV, anatase 구조의 에너지 

밴드 갭은 3.2eV로 전기 전도도가 낮은 물질이다. 일
반적으로 밴드 갭이 작을수록 전자의 이동이 용이하

여 전기전도도가 증가하게 된다.
즉, 열처리를 통하여 rutile 구조의 함량이 증가하

면, 에너지 밴드 갭이 감소하게 되어 전기전도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3.4 TiO2 나노섬유에 대한 전기전도도 측정 결과

TiO2 나노섬유의 열처리 온도에 따른 전기전도도

를 Fig. 8에 나타냈다. 
열처리를 하지 않은 TiO2의 경우 전기전도도가 

1.0 × 10-6S/cm, 열처리 온도가 600℃의 경우 전기전

도도가 6.1 × 10-5S/cm, 900℃에서 열처리한 결과 전기

전도도가 4.3 × 10-4S/cm로 전기전도도가 증가하였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TiO2 담지체를 높은 비표면적을 가

지며, 효율적이고 저렴한 비용으로 구현할 수 있는 

전기방사방법을 이용하여 합성하였다. 또한 열처리 

온도의 조절을 통하여 전기전도도 조건을 최적화 하

였다.
TGA 분석을 통하여 TiO2 나노섬유의 열처리 조

건으로 PVP의 완전한 분해와 충분한 TiO2 나노섬유

의 합성을 위해 Air 분위기에서 승온 속도는 10℃
/min, 600℃ 부터 900℃ 까지 1시간 진행하는 것이 바

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열처리 온도에 따른 SEM 
분석 결과 열처리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TiO2 나노

섬유의 결정립의 크기가 증가함을 확인 할 수 있었

다. 그러나 TiO2 나노섬유의 평균 직경은 열처리 온

도에 따라 변화는 크지 않았다. 
XRD 분석을 통해 TiO2 나노섬유의 결정 구조 변

화를 분석한 결과 열처리 온도가 증가 할수록 열역

학적으로 안정한 rutile 상으로 상전이 되며, rutile 구
조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전기전도도가 증가하는 것

을 확인 하였다.
이러한 TiO2를 담지체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열처

리를 통해 전기전도도를 향상 시켰다. 하지만 기존의 

탄소 담지체와 비슷한 정도의 전기 전도도가 필요하

다. 현재 도펀트 물질의 추가, 전도성 물질의 추가 등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기존의 탄소 담지체와 비슷한 

전기전도도 값을 갖는 TiO2를 담지체를 개발하여, 기
존의 탄소 담지체 보다 높은 성능과 내구성을 갖는 

담체를 개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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