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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메탄올 연료전지는 수소의 제조, 저장 및 운반에 대한 기술적, 재정적 문제로 인해 개발이 촉발되어 에너지밀도가 
높은 연료라는 장점으로 포름산 연료전지에 비해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포름산 연료전지에 대해서도 
전극촉매를 비롯한 핵심부품의 개발 및 연료의 물질전달 특성 등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면서 액체 연료전
지로써 보다 적합한 연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실질적인 비교분석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포름산과 메탄
올 연료전지에 대하여 전극촉매, 연료 확산, 크로스오버, 물 관리, 효율, 시스템 구성 측면에서 연구개발 동향을 소개
하며 향후 전망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Abstract
Methanol fuel cells having advantages of relatively favorable reaction kinetics and higher energy density have attracted in-
creasing interests as best alternative to hydrogen fuel cell because of H2 production, storage and distribution issues. While 
there have been extensive research works on developing key components such as electrocatalysts as well as their phys-
icochemical properties in practical formic acid fuel cells, there have also been urgent requests for investigating which fuel 
sources will be more suitable for direct liquid fuel cells in future. In this mini-review, we highlight the overall interest and 
outlook of formic acid fuel cells in terms of electrocatalysts, fuel supply and crossover, water management, fuel cell efficiency 
and system integration in comparison with methanol fuel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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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    론

연료전지의 기본 동기는 친환경성에 있다. 연료전지라 하면 대부분

의 사람들이 수소에너지를 떠올리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연료전지는 반응의 생성물로써 물만을 배출

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라 할 수 있으나 현재 상업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수증기 개질 등의 수소 제조 공정은 그다지 친환경적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수소의 생산만큼이나 저장과 이송을 위한 기술적인 한계

점들이 여전하기 때문에 대체연료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연료전지 개발이 순수한 수소에너지의 전환에 집중하는 

다소 이상적인 시스템을 전제로 했다면, 최근의 연료전지 개발은 연

료로부터 수소를 추출해야 하는 수소 인프라가 불완전한 현실을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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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연료전지의 현실적 이용가치를 높이고자 하

는 다양한 시도가 병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대표적인 대체연료로써 알코올류를 연료로 사용하

는 액체 연료전지가 활발히 연구되어 왔으며, 가격, 취급용이성, 높은 

에너지밀도로 인해 메탄올은 연구의 중심이 되어왔다[1]. 도시바, 파

나소닉 등 일본의 가전업체를 중심으로 노트북 및 휴대폰 충전용으로 

개발이 진행되어 왔는데, 특히 도시바는 2009년 DynarioTM라는 배터

리 충전용 시제품을 출시하며 휴대용 연료전지 시장을 선도하여 왔다. 

국내에서도 삼성SDI, LG화학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활발한 연구개발

이 진행되어 왔으나, 휴대용 연료전지 시장의 한계성 및 기술적 한계

로 인해 군사용을 비롯한 일부 국한된 분야에 적용을 시도하고 있을 

뿐이며, 현재는 썬텔, 협진, 프로파워, LIG넥스원, 세종공업, 세한하이

테크 등 중소중견기업 위주로 다양한 응용분야를 발굴하고자 연구개

발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프로파워는 현대자동차의 연료전지 자동차 

생산 시기에 맞춰 메탄올을 연료로 하는 친환경 연료전지 지게차를 

선보일 계획이다.

그러나 메탄올은 액체연료로써 상대적으로 환경유해성이 클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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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C Fuel/Oxidant Mw (g mol-1) n n/Mw (e- mol g-1) Eo (V) Esp (Wh kg-1) C (Ah kg-1) η (%)

DBFC BH4
-/O2 37.74 8 0.212 1.64 9 295 5 668 91

DDMFC (CH3O)2CH2/O2 76.10 16 0.210 1.23 6 931 5 635 98

DDEFC (CH3)2O/O2 46.07 12 0.260 1.20 8 377 6 981 95

DEFC C2H5OH/O2 46.07 12 0.260 1.15 8 028 6 981 97

DEGFC C2H6O2/O2 62.07 10 0.161 1.22 5 268 4 318 99

DFAFC HCOOH/O2 46.03 2 0.043 1.40 1 630 1 165 106

DHFC N2H4/O2 32.05 4 0.125 1.62 5 419 3 345 100

DMFC CH3OH/O2 32.04 6 0.187 1.21 6 073 5 019 97

DMPFCa CH3OCH(OH)CH3/O2 76.10 16 0.210 α α.5635 5 635 -

DP1FC CH3CH2CH3OH/O2 60.10 18 0.300 1.13 9 070 8 027 97

DP2FC CH3CH(OH)CH3/O2 60.10 18 0.300 1.12 8 990 8 027 97

DTOFCa (CH3O)4C/O2 136.15 24 0.176 β β.4725 4 725 -

DTMFCa (CH3O)3CH/O2 106.12 20 0.189 γ γ.5051 5 051 -

DTFCa C3H6O3/O2 90.08 12 0.133 δ δ.3570 3 570 -

aNo thermodynamic data available from sources to author’s knowledge.

Table 1. Thermodynamic Features of DLFCs at 25 ℃ and 1 atm (Mw : fuel molecular weight; n : number of electrons involved; E0 : cell voltage; 
Esp : theoretical specific energy; C : pure compound capacity; η : theoretical energy conversion efficiency)[2]

(a)

      

(b)

      

(c)

Figure 1. (a) Current–voltage polarization plots of formic acid, methanol and hydrogen–air modes[8]. (b) Current–voltage polarization measurements 
for direct formic acid fuel cells with different anode catalysts (▲ PtBi, ● Pd, ■ PtRu), and (c) voltage variation as a function of time at constant 
current density[6], respectively.

아니라 여러 가지 기술적인 한계성을 보여주어 왔다. 그에 반해 포름

산은 낮은 에너지밀도, 높은 부식성 및 노출 시의 냄새 문제 등의 단

점이 있기는 하지만 높은 에너지효율과 전기화학 반응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휴대용 혹은 소형 전자기기용 연료전지에 보다 적합한 

연료라고 할 수 있다[2,3]. Table 1에는 액체 연료전지로써 적용 가능

한 액체 연료들에 대한 열역학적 비교를 나타내었다. 액체 연료전지

의 이론적인 에너지 전환효율은 90% 이상이며, 특히 포름산의 경우 

106%로, 이것은 수소 연료전지(약 83%)에 비해서도 현저히 높은 수

치이다. 

본 총설에서는 포름산 연료전지와 메탄올 연료전지에 대해서 연료 

자체의 특성뿐만 아니라 연료전지 구성부품, 시스템 구성에 따른 장단

점을 비교함으로써 포름산 연료전지만의 경쟁력을 고찰하고자 한다.

2. 본    론 

2.1. 포름산 연료전지의 촉매 및 전극

포름산 연료전지의 구조는 메탄올을 연료로 사용하는 고분자전해

질 연료전지 구조와 동일하며 연료극에 포름산이 연료로써 공급된다. 

연료극에서 포름산이 산화되어 이산화탄소, 수소이온, 전자를 생성하

고, 생성된 수소이온은 선택적으로 고분자 전해질막을 통과하여 공기

극으로 이동하게 된다. 공기극으로 이동한 수소이온은 산소분자와 반

응하여 물을 생성하게 되며, 전기적 부도체인 전해질막이 아닌 강제

적으로 외부회로로 이동된 전자는 전기에너지로써 전환되어 전력을 

생산하게 된다. 

2002년 미국 국방부 산하 DARPA (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 Agency)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UIUC)에서 본격적으로 포름산을 이용한 연료전

지의 개발이 시작되었다[4,5]. 국내에서는 광주과학기술원(GIST) 에틀

실용촉매연구센터 및 한국과학기술원(KIST) 연료전지센터를 중심으

로 포름산의 효과적인 전기화학적 산화를 위한 전극촉매 및 연료전지 

시스템개발을 진행하였다. 특히 UIUC 및 광주과학기술원 에틀실용촉

매센터에서 연구개발된 포름산 연료전지의 절대적인 경쟁력은 낮은 

구동온도에서 높은 출력밀도를 구현할 수 있다는 것과 메탄올 연료전

지에 비하여 고가의 귀금속 사용량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3,6,7]. 귀금속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은 절대적인 양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온 연료전지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백금(Pt)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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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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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a) Temperature effects on current-voltage polarization and (b) constant current discharge with 2 M methanol[12]. (c) Measured and 
calculated amounts of water in the cathode outlet at different temperatures[13].

(a) (b)

(c) (d)

Figure 3. (a) The effect of the fuel concentration on the limiting crossover current[14]. (b) Crossover current through Nafion 115 and high frequency 
resistance as a function of formic acid concentration and current-voltage polarization curves with different operating temperatures : (c) 50 ℃ and 
(d) 70 ℃[15].

완전히 배제할 수 있다는 것도 포함된다. 

Figure 1에서는 포름산과 메탄올에 대하여 가장 우수한 성능의 촉

매에 대한 연료전지 성능을 비교하였다. 포름산 연료전지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은 상온에서 성능이 탁월하다는 것이다[8,9]. Figure 

1(a)에서 볼 수 있듯이 수소 연료전지에 필적할 만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백금을 사용하지 않고 전량 팔라듐(Pd) 촉매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주목할 점이다. 하지만 Figure 1(b), (c)에서 보

는 바와 같이 우수한 초기 성능에 비해 단기간 내에 성능저하가 발생

하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적용함에 있어서 뚜렷한 한계가 있다. 팔라

듐 촉매는 백금과는 다른 형태의 피독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포름산과의 상호작용에 인한 표면변화와 이에 따라 포름산이 전극표

면으로 확산하는데 방해요소로 작용하는데 기인한다[10]. 따라서 팔

라듐, 백금 촉매 모두 피독 문제를 적절히 조절하여 초기성능과 장기 

내구성을 확보한 접근법이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팔라

듐의 경우에는 포름산 연료의 불순물에 대한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11] 전체적인 소재의 경제성 측면에서 백금을 적절히 사

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2.2. 포름산 연료전지의 구동조건

낮은 구동온도에서 높은 출력밀도가 가능하다는 것은 시스템 구성 

측면에서도 다양한 장점이 존재한다.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나피

온(NafionTM) 중심의 멤브레인은 특히 60-70 ℃ 이상의 온도에서 현격

한 물의 확산 증가에 따른 연료의 크로스오버 현상이 활발히 발생하

게 되는데, 이는 시스템 구성상에 물 회수를 위한 부가적인 구성품 추

가를 의미하며 경우에 따라서 성능의 불안정성을 초래한다[12-14]. 연

료전지 구동온도 증가는 촉매활성을 촉진하여 일반적으로 연료전지 

성능을 향상시킨다. 하지만 액체 연료전지, 특히 메탄올 연료전지는 

60-70 ℃ 부근에서 연료와 물 확산이 급격히 발생하기 때문에 성능의 

향상보다는 시스템의 불안정성이 증가하게 된다. Figure 2(a)에서 볼 

수 있듯이 온도 증가에 따라 연료전지 성능이 향상됨을 볼 수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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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ure 4. (a) Diagrams, (b) current-voltage polarization and (c) 
current-power density curves of the passive air breathing formic acid 
fuel cells[16].

단지 초기성능에 작용할 따름이며, 일정 전류밀도에서 시간에 따른 

방전 특성을 보면 시간에 따른 성능저하 및 전압의 불안정성이 모두 

나타남을 볼 수 있다(Figure 2(b)). 특히 이 현상은 저전류 영역에서 두

드러지며(Figure 2(c)) 전류밀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반응의 의해 생성

된 물의 양보다 크로스오버 현상에 의해 투과된 물과 메탄올의 양이 

현저히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 방안이 수립되어야 효과

적인 시스템 설계가 가능하다. 이에 반해 포름산 연료전지의 경우 

Figure 3(a)에서와 같이 크로스오버에 의해 투과된 연료와 물의 양은 

미비하며, 특히 농도의 증가에 의해서도 그 양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

는다. 이것은 포름산과 같이 흡습성(hygroscopic) 연료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Figure 3(b)에서 볼 수 있듯이 연료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물과 연료의 활동도를 억제함에 따라 셀 저항, 특히 멤브레인의 저항

을 증가시키게 된다. 때문에 메탄올과 달리 포름산 연료는 연료 확산

층의 설계를 달리하여 셀 저항을 제어하고 동시에 연료 농도의 스펙

트럼을 확장할 수 있다. 이것은 셀 구동온도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

며, Figure 3(c), (d)에서와 같이 구동온도에 따른 최적화된 농도영역 

범위가 메탄올 연료전지에 비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시스템 설계에 

탄력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더불어 구동온도 및 연료 확

산층 특성에 따른 포름산 연료의 물질전달 특성을 최적화한다면 높은 

촉매활성을 보유한 촉매의 이용률을 극대화하여 촉매 사용량을 현저

히 줄임으로써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6,8,15].  

2.3. 연료전지 시스템 및 효율

포름산 연료전지는 시스템 소형화를 위해 연료 및 공기의 공급을 

위한 펌프류 구성품을 생략하고도 일정 수준의 출력밀도가 가능한 패

시브(passive) 타입의 시스템 구성에서 특히 강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16]. Figure 4에는 패시브 타입 공기 주입방식의 포름산 연료전지 시

스템 구성도와 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상온 구동

조건에서도 충분히 150 mW/cm2 내외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으며, 폭

넓은 연료 농도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우 정밀한 연료 공

급부 설계도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운전 시나리오를 도입하여 

충분히 시스템 구성이 가능하다. 

액체 연료전지에서 연료 및 물의 크로스오버 현상은 연료의 손실 

뿐만 아니라 이를 회수하거나 제거하기 위해 부품이 추가되기 때문에 

시스템이 복잡해지고 효율을 저하시키게 된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크로스오버 된 연료의 산화반응 열

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초기 구동온도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구동온도 유지를 위한 부가적인 열원을 생략하고도 적정한 

촉매활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메탄올 연료전지의 경우는 

Figure 2(c)에서처럼 농도에 따라 투과된 연료와 물의 양이 많기 때문

에 단위셀이 아닌 스택(stack) 수준으로 시스템이 커지게 되면 물관리

를 위한 조건들이 점점 복잡해지게 된다. 이에 비해 포름산 연료전지

는 상온 구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구되는 구동온도 수준이 높지 않

을 뿐더러 크로스오버 되는 연료 및 물의 양도 많지 않기 때문에 시스

템 설계 관점에서 상당한 장점이 있다. 다만 적은 양이라도 크로스오

버 되어 산화반응에 의해 열 상승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온도

를 적정 수준으로 낮게 유지하는 것이 요구되어 지며, 이것은 연료의 

농도 범위를 적절히 유지함으로써 제어할 수 있다. 

연료전지 전체 효율은 아래의 식으로 간단히 표현될 수 있다. 

ηoverall = ηth ηmass ηvoltage (1)

다시 개별 효율들은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ηth = ΔG/ΔH (2)

ηmass = Nox/(Nox + Nx-over) (3)

ηvoltage = Vcell/Vocv, ΔG (4)

여기서 G는 Gibbs free energy, H는 엔탈피, N은 질량을 나타낸다. 

Table 1에 정리가 되어 있듯이 포름산 연료전지의 ηth은 106%로 97%

인 메탄올 연료전지 보다 높다. 그리고 ηmass과 ηvoltage은 연료의 크로

스오버와 셀 성능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메탄올 연료전지의 경우 포

름산에 비해 셀 성능이 뒤떨어지는 반면 상대적으로 높은 구동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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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에서 크로스오버가 활발하기 때문에 연료전지 효율이 낮아지게 

된다. 통상적으로 메탄올 연료전지의 경우 100 mA/cm2 영역에서 25% 

내외의 연료전지 효율을 보이는데 비해 포름산 연료전지는 이보다 2

배 이상 높은 효율을 보여준다. 때문에 연료전지 시스템 개발에 직접

적인 설계인자인 효율, 성능, 구동온도, 연료 농도, 교환주기, 생성물 

취급 등의 관점에서 포름산 연료전지는 메탄올 연료전지에 비해 월등

한 경쟁력이 있다고 하겠다.

3. 결    론 

최근 들어 연료전지 개발에 초점은 단순하게 초기 성능을 향상시키

는 것에서 실질적인 상용화를 위해 소재부품의 가격경쟁력과 함께 내

구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방향으로 급속하게 바뀌고 있다. 이를 위

해서는 개별 소재들의 단순한 성능 향상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연

료전지 구동환경에 적합한 구조 및 물질전달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

여야만 달성할 수 있다. 

메탄올 연료전지를 비롯한 액체 연료전지는 수소의 제조, 저장 및 

운반에 대한 기술적, 재정적 문제로 인해 개발이 촉발되었으며, 그중

에 메탄올은 단순히 에너지밀도가 높고 비교적 높은 성능을 보유한 

연료라는 장점으로 포름산 연료전지에 비해 활발히 연구가 진행된 것

이 사실이다. 하지만 포름산 연료전지의 전극촉매를 비롯한 핵심부품

의 개발 및 연료의 물질전달 특성 등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

되면서 액체 연료전지로써 보다 적합한 연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실

질적인 비교분석이 필요하게 되었다.  

국내에서는 대기업 중심으로 진행되어 오던 액체 연료전지 기술개

발은 최근 삼성 및 LG화학에서 사업을 접은 이후 더 이상 빛을 볼 수 

없으며, 해외에서도 활발한 연구개발과 시장진입을 위한 활동이 뜸한 

것이 사실이다. 포름산 연료전지의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상업적으로 

접근한 예는 없으며, 캐나다의 Tekion Solutions, Inc. 정도가 본격적인 

상업적 투자를 진행하였으나 현재로썬 기업활동 여부조차 미지수이

다. 하지만 연료전지는 단순 연구개발 단계로 끝날 분야가 아니기 때

문에 지속적으로 기초체력을 길러야 한다. 

최근에는 나피온 중심의 산성 분위기 연료전지에서 벗어나 알카라

인 연료전지에 대한 연구개발이 주목을 받고 있다. 귀금속 촉매를 

100% 배제한 초저가 촉매 시스템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피온에 필적

할 만한 고분자 멤브레인의 개발이 뒷받침된다면 성능과 가격적인 측

면에서 경쟁력 있는 연료전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포름산(실질적으

로 포르메이트)은 알카라인 연료전지에서도 연료로써 효과적으로 활

용될 수 있으며, 연료 자체의 시장가격이 높다는 핸디캡을 어떻게 극

복하느냐가 향후 숙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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