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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Direct ethanol fuel cell has been fabricated with ceramic membrane. A porous silicon carbide (SiC)
membrane having approximately 30% porosity has been applied for a direct ethanol proton exchange membrane
(DE-PEM) fuel cell. A horizontal type cell having Pt (18mg/cm2) catalyst layer on both side of the ceramic membrane
was used for the demonstration test. The ethanol oxidation based-fuel cell stack showed very high voltage (1.289V)
and measurable current level (68mA) even though at room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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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연료전지(fuel cell)는 화학반응 에너지를 전기에너

지로 전환시킬 수 있는 전기화학적 변환장치이며, 전

형적인 연료전지의 구조는 전해질 멤브레인과 전극

의 어셈블리(MEA)의 스택(stack)으로 구성된다
1). 일

반적으로 연료전지는 압축수소나 수소발생용 연료 

개질기로부터 수소를 공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수소

저장합금이나 알칼리금속 수소화물을 가수분해하여 

수소를 공급하는 설비가 필요하다는 단점들이 지적

되고 있으며, 이러한 수소공급 장치는 설비의 복잡성, 

무게 및 안정성 측면에서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므로 

휴대용 및 소형전원시스템으로 적절치 않다.

직접 알코올 연료전지(direct alcohol fuel cells, DAFCs)

는 최근 소형전자기기의 전원공급장치로 관심이 기

울여지고 있으며, 메탄올, 에탄올 및 에틸렌글리콜 등

을 연료로 하는 직접 알코올 연료전지들이 개발되고 

있다
2-4). 직접 알코올 연료전지(DAFC) 중에서, 에탄올을 

연료로 주입하는 직접 에탄올 연료전지(direct ethanol ful 

cell, DEFC)는 고분자전해질 연료전지(polymer electrolyte 

membrane fuel cell, PEMFCs)의 구조와 형태가 유사

하므로, Direct Ethanol Proton Exchange Membrane 

Fuel Cells (DEPEMFCs)로 표현하기도 하며, 소형전

자기기의 전원으로서 개발되어 왔다
5-7). 

직접에탄올연료전지(DEFC)에 관해서는, 에탄올의 

전기 산화(ethanol electro-oxidation) 거동 및 전극촉매

에 관한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졌다
8-9). 에탄올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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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산화는 12개의 전자들이 교환되어야 하므로, 수소

가스를 활용하는 Hydrogen PEMFC에 비해서, 에탄

올을 활용하는 DE-PEMFC는 산화반응속도가 느린 

것이 단점이다
10). 에탄올은 메탄올에 비해서 C-H 결

합이 한 개 더 있어서 메탄올(6,100Wh/kg)에 비해 에

탄올(8,030Wh/kg)은 더 큰 에너지 밀도를 가지고 있

다
11-12).

DEFC는 에너지 밀도가 높고 친환경적인 에탄올

을 사용하며, 촉매 시스템의 적절한 조합을 활용하

면, 에탄올 산화반응 및 산소 환원반응 속도를 증진

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DEFC 연구에 대한 관심이 모

아지고 있다
13). 직접 에탄올 연료전지는 직접 메탄올 연

료전지에 비해 연료의 공급 및 무독성, 효율 등의 측면

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MEA (membrane electrode 

assembly)가 고분자전해질 막(polymer electrolyte membrane)

으로 구성되어 전극촉매 및 멤브레인에 에탄올을 적용

할 때의 발생하는 swelling (팽윤) 및 distortion (뒤틀

림)과 소량의 알코올이 고분자 전해질막을 투과(crossover)

하는 현상 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들을 극복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10-13). 

알코올 연료전지(DAFC)에서는 crossover 현상에 

의해 연료전지가 손상되고, 효율이 감소되는 측면이 

있으며, 메탄올인 경우, 인체에 유해하며 산화환원 과

정에서 유해한 포름알데히드(HCHO)와 포름산 (HCOOH)

이 발생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14). 에탄올을 사용할 

경우, 작동과정에서 중간체로 아세트알데히드(CH3CHO)

가 생성된다
11,15-16). 

DEFC의 애노드 금속촉매 거동 및 전류밀도 증진

에 관한 연구들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핵자기

공명분광기를 이용한 직접 에탄올 연료전지의 반응

생성물에 관한 연구, 특히 반응생성물 중 아세트산이 

DEFC의 전기출력을 증진하는데 기여한다는 연구결

과들이 보고되었다
17). 

본 연구에서는 에탄올에 의한 멤브레인의 팽윤(swelling)

과 뒤틀림(distortion)이 일어나지 않도록 탄화규소(silicon 

carbide, SiC)를 사용하여 세라믹 멤브레인(porous ceramic 

membrane)을 제작하여, 직접에탄올 연료전지, (DEFC)

를 구성하였으며, 작동거동을 관찰하였다. 

DEFC 연구는 고분자 전해질막을 기반으로, 애노

드 촉매 전극(Pt/C)에 대한 Sn 성분의 도입
7, 11, 16) 및 

카본 나노튜브 등의 활용한 출력증진
3)
에 대한 연구

들이 보고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고분자 전해질

막을 대신하여, 세라믹 막을 활용한 DEFC 시스템을 

구성하여, 기존 연구결과들과 연료전지 출력을 비교

하고자 한다.

2. 실험과정

본 연구에서는, 직접 에탄올 연료전지의 중요 구

성요소로서, 탄화규소 세라믹 막(SiC ceramic membrane)

의 제작을 위해, SiC (Showa denko, 30μm, >99.5%, 

Japan), Si (>99.9%), carbon source로서, carbon black 

(Korea carbon, 100nm, >99%, Korea)과 phenol resin 

(Kolong chemical, carbon content >50%, Korea)을 

혼합비율(wt%) 93.12 : 1.92 : 4.96로 혼합하여, 슬러

리를 제조하였다. Ball milling 혼합 후, 50°C에서 건

조하였다. Steel mold를 사용하여 30MPa의 압력으로 

성형체를 제조하였다. 성형체에 Si 침윤공정은 진공 

분위기(<10−11 torr)하에서 7.5°C/min로 승온하여 1600°C

에서 1h 동안 유지하여 40×40×5mm 크기의 SiC 소

결체를 제조하였다. 치밀질의 SiC 막은 Si 침윤공정

의 시간을 3hrs 조건으로 유지하여 제조하였다.

기공율이 대략 30%인 SiC 멤브레인(porous SiC 

membrane)이 직접에탄올 연료전지(DEFC)에 적용되

었으며, SiC 멤브레인과 촉매층을 접합하여, 건조시

켜 MEA (membrane electrode assembly)를 구성하여 

연료전지를 제작하였다. 

SiC 세라믹 멤브레인의 양단에는 Pt가 로딩된 carbon 

cloth를 접합하였고, anode 및 cathode, 촉매전극은 

18mg/cm2 Pt/C (40wt%)과 nafion solution 100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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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iC ceramic membrane

Fig 2 FE-SEM image of SiC ceramic membrane

Fig. 3 Design of DEFC Collector and End plate

Fig. 4 DEFC system with SiC ceramic membrane

(5wt%), IPA (isopropyl alcohol) 300mg을 혼합액을 

도포, 건조하고, 고온에서 압착하여, MEA 형태로 구

성한 후, 직접 에탄올 연료전지(DEFC)를 제작하였다. 

에탄올 연료 공급에 따른 출력을 측정하였다. 출력 

측정은 에어블로어를 통해 공기를 지속적으로 주입

하면서 상온에서 측정하였다. 

에탄올과 증류수의 혼합액을 연료로 사용하였고, 

순환시킨 용액을 아세톤 용매로 하여, NMR (핵자기

공명분광법)으로 분석하였다. 직접에탄올 연료전지

가 작동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중간 생성물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분석되었다. 

3.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직접 에탄올 연료전지 전해질로서, 

SiC 세라믹 멤브레인을 제작하였고, 이를 활용한 membrane 

electrode assembly (MEA)를 구성하였다. 

Fig. 1은 SiC 세라믹 멤브레인의 image를 나타낸

다. Fig. 2에는 SiC 세라믹 멤브레인의 FE-SEM 표면 

미세구조를 나타낸다. 40×40×5mm 크기로 제작된 SiC 

세라믹 멤브레인의 FE-SEM 표면의 미세구조 관찰

에서는, 20∼40μm 범위의 조립의 미세구조가 관찰

되었으며, 다공성 세라믹으로 제작되어서, 기공 채널

이 형성된 다공성 미세구조 형상을 나타낸다. 

Fig. 3은 직접에탄올 연료전지의 제작을 위해, 구

성요소로서 collector와 end plate 등의 설계도면을 나

타낸 것이다. 일반적인 DMFC와 유사하게 설계하여, 제

작 되었다. 기공율이 대략 30%인 SiC 멤브레인(porous 

SiC membrane)이 직접에탄올 연료전지(DEFC)에 적

용되었으며, SiC 멤브레인과 촉매층을 접합하여, 건

조시켜 MEA (membrane electrode assembly)로 구성

된 연료전지가 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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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chematic of direct ethanol fuel cell

Fig. 4는 SiC 세라믹 멤브레인을 도입한 직접 에탄

올 연료전지를 활용하여 DEFC의 구동 실험에 대한 

시스템을 도식화 한 것이다. DEFC에서 측정된 전압

과 전류 값은 각각 1.289V, 68mA를 나타내었다. 에

탄올 용액의 농도 및 작동시간(5hr)에 따른 출력변화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안정적인 출력을 나타냈다. 최

대 전류값은 1.10A까지 증가하는 거동을 나타내었다. 

상온에서, maximum power density는 88.6mW·cm-2
을 

나타냈다. 최근 까지, 직접 에탄올 연료전지의 출력(power 

density)은 alkaline type의 경우, 30mW·cm-2 (25°C), 

50mW·cm-2 (60°C)18), 185mW·cm-2 (80°C)19), multi walled 

carbon nanotubes을 활용한 경우의 38.6mW·cm-2 (80°C)3) 

외에도, 476mW·cm-2 20)
등의 결과들이 보고된 바 있

으며, 본 연구에서 얻어진 출력은 이들 문헌들에서 

보고된 출력과 비교할만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

에탄올의 전기산화는 촉매전극에서 발생하여, 12

개의 electron과 12개의 proton들이 얻어지며, 공기 중

의 oxygen이 proton과 반응하고, electron은 anode로

부터 cathode로 이동하여 물을 형성하는 과정을 거쳐

서 외부회로에 전류를 형성하게 된다
10). 

DEFC에서 100°C 이하에서는 에탄올의 전기산화 

거동은 CO2로 모두 전환되지 못하고, 아세트알데히

드(CH3CHO), 아세트산(CH3COOH), CO2 등으로 분

해된다고 알려져 있다
11). 그 중에서도 아세트알데히

드(CH3CHO)는 에탄올의 산화과정에서의 주된 중간

생성물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17). 

따라서, 백금전극촉매에 의한 산화반응에 있어 CO2

의 생성보다는 다른 중간 생성물이 생성되므로 전지 

효율이 저하되는 경향을 나타낸다. Fig. 5에 직접에

탄올 연료전지의 모식도를 나타내었다. Pt 촉매는 촉

매의 활성면적을 증가시키기 위해 다공성 탄소입자 

표면에 담지시킨 Pt/C 형태의 담지촉매를 사용하였

다. 직접에탄올 연료전지에서의 anode, cathode에서

의 화학반응을 Eq (1-3)에 나타내었다
11). 

Anode : C2H5OH+3H2O→2CO2+12H++12e−     (1)

 
Cathode : 12H++12e−+3O2→6H2O  (2)

 
Overall : C2H5OH+3O2→2CO2+3H2O  (3)

본 실험의 초기에는, 치밀한 SiC 세라믹 멤브레인

을 사용하여 에탄올 연료전지를 제작하였고, 전압 및 

전류를 측정하였다. 촉매층에 의한 산화, 환원과정이 

발생하여 전압이 245.9mV까지 상승하였으나, 수소

이온의 전도가 이루어지지 못해 전류값은 측정되지 

못하였다. 에탄올 농도 증가에 비례해서 전압은 증가

하는 경향을 나타냈지만 전류값은 측정되지 않았다. 

세라믹 멤브레인을 포함하는 연료전지의 원활한 작

동을 위해 최적의 SiC 세라믹 멤브레인의 기공율을 

파악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치밀한 세라믹 멤브레인에 비해, 30% 수준

의 기공율을 갖는 멤브레인에서는 전극과 멤브레인 

기공들에 걸친 전극촉매와 포함된 nafion 성분들에 

의해 에탄올 용액의 산화에 의한 proton, 수소이온의 

생성 및 전도가 일어남으로서 전기출력이 발생한 것

으로 추정된다. 일반적인 수소 기체 연료를 활용하는 

PEMFC의 경우, 산화반응은 전극촉매 영역에서 일

어나는 반면, 에탄올과 같은 액체 연료의 경우, 전극

촉매 및 porous SiC 세라믹 막의 내부에 함침되어 있

는 촉매영역에 이르기까지 산화 및 환원영역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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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1H NMR spectrum of the distilled water and ethanol　
solution after DEFC operation for 15min

한 넓은 영역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점을 추론 할 수 

있다.

Fig. 6은 본 연구에서 제작하여 활용한 DEFC에 

증류수와 에탄올 혼합용액을 15분 동안 연료전지 내

부로 순환시키면서 작동시킨 후, 채취한 혼합용액을 

핵자기공명분석(NMR)을 통한 스펙트럼 결과이다. 

NMR 스펙트럼 결과에서는, 에탄올의 존재 이외의 

다른 화학종의 검출이 되지 않았다.

NMR을 활용한 에탄올 순환 용액에 대한 분석에

서는 초기의 에탄올 혼합용액과의 차이점을 발견하

기 어려웠다. 이것은 에탄올의 분해에 따른 아세트알

데히드(CH3CHO)가 생성되었더라도, 분석 이전에 분

해되거나, 아세트산(CH3COOH) 등이 미량이어서 검

출이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존의 고분자전해질 막은 팽윤과 손상 등의 문제

점들이 지적되었으며, 향후 에탄올 등의 알코올 연료

전지의 내구성 있는 전해질 막으로서, 세라믹 멤브레

인이 활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DEFC 시

스템은 낮은 작동 온도와 높은 전류 밀도 등 소형전

원 시스템으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DEFC를 적용한 소형 또는 휴대용 전자기기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4. 결  론

본 실험을 통해, SiC 세라믹 멤브레인을 활용한 멤

브레인-전극 접합체(MEA)를 도입하여, 직접에탄올 

연료전지, DEFC 시스템을 제작하였다.

SiC 세라믹 멤브레인은 에탄올의 산화반응을 가

능한 넓은 영역에 걸쳐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30% 수준의 기공율을 갖도록 설계하여 MEA를 제작

하였다. 촉매전극은 18mg/cm2 Pt/C (40wt%)로 제작

하였으며, 치밀한 SiC 세라믹 멤브레인을 활용한 경

우, 에탄올 연료전지의 전압 및 전류를 측정에서 촉매

층에 의한 산화, 환원과정이 발생하여 전압이 245.9mV

까지 상승하였으나, 수소이온의 전도가 이루어지지 

못해 전류가 측정되지 못하였다. 반면 30% 수준의 

기공율을 갖는 세라믹 멤브레인을 접합한 DEFC 단

일 셀에서 측정된 전압(1.289V)과 전류(68mA)를 나

타냈고, 장시간 작동에 따른 출력 변화는 거의 나타

나지 않았으며, 최대 전류값은 1.10A 수준이었고, 상

온에서, maximum power density는 88.6mW·cm-2
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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