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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 simple solid state incorporation method was employed in order to incorporate Pd nanocatalyst into 

a Nafion film for polymer electrolyte membrane fuel cell (PEMFC) via the reduction of palladium (II) bis 

(acetylacetonate), Pd(acac)2. It was sublimed, penetrated into Nafion film and then reduced to Pd nanoparticles

simultaneously in a glass reactor of N2 atmosphere at 180
o
C for 1, 3 and 5 min. This reaction was took place

without any reducing agent and any solvent. The morphology of the Pd nanoparticles was observed by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TEM), and Pd distribution was analyzed by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and energy

dispersive spectroscopy (EDS). And 23% modification of tensile strength of Pd/Nafion composite film was measured

by universal testing machine and I–V curve was estimated by using a unit cell with 5×5 cm
2
 active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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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고분자 전해질막 연료전지(polymer electrolyte mem-

brane fuel cell, PEMFC)에서 사용되는 고분자 전해

질 막은 술폰산기를 갖는 친수성기와 내구성 및 발

수성을 갖는 소수성 매트릭스로 이루어져 있다
1)

. 이 

중에서 가장 일반화된 제품은 듀폰사에 의해 판매되

는 나피온이며, 그 화학적 구조는 perfluorosulfonic 

acid (PFSA)를 곁가지로 갖는 polytetrafluoroethylene 

(PTFE) 고분자 사슬 구조이다. 고분자막 제조 과정

에서 소수성 특성을 갖는 PTFE 매트릭스 내에 친수

성을 갖는 술폰산기가 자기 조립 특성에 의해 응집

하면서 cluster domain이 형성되며, 전해질 막에 물이 

공급되면 이 친수성 domain에 선택적으로 흡수되어 

팽윤된 후 domain 사이에 물 통로가 형성되면서 고

분자 전해질 막이 양이온(H
+
) 전달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즉, 수화된 cluster 영역 내에서 술폰산기가 H
+

와 SO3
-
로 해리된 후 H

+ 
이온이 물 통로를 통해서 이

동 가능하게 되며, 이로써 이온 전도성을 갖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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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2-4)

. 즉, 연료전지에서 나피온 막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가습된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가습에 의해 나피온 막이 

팽윤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나피온 막에 내부 응력

이 작용하게 되면 단기적 측면에서 전해질 막의 열

화 원인이 된다
5)
. 또한 연료전지의 시동/정지 반복에 

따라 나피온 막이 팽윤/건조 과정을 반복하게 되며, 

고온에서 운전되기 때문에 장기적 측면에서 크랙이 

발생되어 전해질 막이 손상 된다
6)
.

이와 같은 내구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P. 

Trogadas 등
7)
은 나피온의 고분자 사슬 열화에 의해 

생성되는 라디칼들을 제거하는 연구를 하였다. 즉, 

scavenger로써 Ceria (Cerium oxide, CeO2) 나노 입자

를 0.5~3 wt%의 비율로 첨가하여 전해질 막의 산화

내구성이 수 배 증가하였음을 보고하였다. J. H. Chung 

등
8)
은 sulfonated polyether ether ketone (SPEEK)의 

내구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Ceria (Cerium oxide, CeO2) 

및 Cs이 치환된 MoPA (CsxH3-xPMo12O40)를 도입함

으로써 전해질 막의 산화내구성이 수 배 증가하였음

을 보고하였다. J. W. Lee 등
9)
은 나피온에 마이크로 

크기의 알루미나를 4~8 wt% 도입하여 복합막을 제

조하였고, 나피온의 기계적 모듈러스 37.16 MPa 대

비 7~13 MPa 개선시켰다. H. J. Kweon
10)

 등은 나피

온 막에 carbon nanotube (CNT)를 도입하여 기계적 

강도를 1.5배 증가시킨 결과를 보고하였다. J. Y. Lee 

등
11)

에 의하면 나피온 막에 적용한 결과는 아니지만 

polyamide 6 (PA6) 또는 syndiotactic polystyrene (sPS)

에 Pd 나노 입자를 도입할 경우 고분자들의 탄성 모

듈러스가 크게 개선된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나피온 막의 기계적 강도를 개선하

기 위해서 나피온 막을 용매에 용해시키는 대신에 

고상의 필름 형태를 유지하면서 백금(Pt), 팔라듐(Pd), 

코발트(Co) 등의 금속 나노 입자를 함침시킬 수 있는 

건식법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11,12)

. 먼저 승화성 금속 

전구체가 나피온 필름 내에 침투하여 흡착된 후, 고

온 조건에서 나피온 사슬의 친핵성 기에 의해 자발

적으로 환원 반응이 일어나서 금속 나노 입자가 형

성되는 현상을 이용하였다.

2. 실험방법

2.1 재료

Palladium (II) bis(acetylacetonate), Pd(acac)2(금속 

전구체)는 Johnson Matthey Materials Technology 사

의 제품을 구입하였으며, 사용 전에 아세톤 중에서 

재결정하여 사용하였다. 고분자 전해질 막은 듀폰사

의 Nafion 212를 사용하였다. 필름의 두께는 50.8 μm

이다. 기체 확산 전극 (gas diffusion electrode, GDE)

는 Fuel Cells Etc 사의 2 mg/cm² Platinum Black – 

Cloth 제품을 사용하였다.

2.2 건식법에 의한 Pd/나피온 막 제조

Pd(acac)2를 나피온 필름에 도입하기 위해서 석영 

유리 반응기 바닥에 테프론 필름을 깔고 그 위에 나

피온 필름을 올려놓는다. 그리고, 10 mg의 Pd(acac)2

를 유리 반응기에 같이 넣고 180°C의 오일 중탕에서 

1, 3, 5분 유지시킨다. 이 때 유리 반응기 내의 분위

기는 Pd 나노 입자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반응

기 안의 공기를 질소에 의해 완전히 대체시킨다. 이 

때 Pd 전구체는 승화된 후 나피온 필름 표면 아래로 

침투하고, 환원 과정을 통해서 나피온 필름 내에서 

Pd 나노 입자를 형성시킨다. 

2.3 기기분석

나피온 막을 침투한 Pd 나노 입자의 형상 및 크기

를 확인하기 위해 Pd/나피온 막을 에폭시 수지에 em-

bedding 시켜서 경화시킨 후 동결 초박절편기를 사

용하여 70~90 nm 두께로 횡단면 방향으로 절편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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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EM image for Pd nanoparticles on the cross- 

sectional Pd/Nafion composite film prepared by exposure to 

Pd(acac)2 for 5 min

고, 이것을 200 kV의 가속 전압에서 고분해 투과 전

자현미경(HR-TEM, Hitachi S-4100)를 사용하여 관

찰하였다.

침투 깊이 및 분산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계 

방사형 주사 전자현미경(FE-SEM, JMS-6701F, JEOL)

과 같이 장착된 에너지 분산 X-선 분광분석기(EDS, 

JED-2300 Energy Dispersive X-ray Analyzer, JEOL)

를 사용하였다. 이 때 가속 전압은 10 kV이었다.

Pd 나노 입자가 도입된 나피온 복합막의 인장강도

는 만능 시험기(SHM-C-500, Shamhan Tech, 한국)을 

사용하여 10 mm/min의 crosshead 속도로 측정하였

다. 측정온도는 25°C이고, 상대습도는 50%이었다.

Pd 나노촉매가 도입된 나피온 복합막의 I-V 특성

을 평가하기 위해서 활성 면적은 5×5 cm
2
인 단전지

를 사용하여 Open Circuit Voltage (OCV)부터 0.4 V

까지 0.05 V 간격으로 전압을 낮춘 후 다시 높이면서 

전류 변화를 측정하였다. GDE는 Fuel Cells Etc 사의 

2 mg/cm² Platinum Black – Cloth 제품을 사용하였

다. 연료전지 테스트 스테이션은 Scribner Associates 

사의 850e 모델을 사용하였고, 산소 유속은 247~ 

6600 sccm 범위에서 조절하고, 수소 유속은 산소 유

속 대비 1.5배가 되도록 조절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 1은 Pd(acac)2를 나피온 필름에 5분간 접촉시

켜서 제조한 Pd/나피온 복합막의 표면 부근에서 생

성된 Pd 나노 입자의 형상 및 크기를 확인하기 위해

서 나피온 막의 표피 부분 횡단면을 TEM으로 관찰

한 사진이다. 구형에 가까운 나노 입자가 표면 바로 

아래 부분에서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 Image Analyzer

에 의해 구한 나노 입자의 크기는 평균 2.7 nm이었다.

Fig. 2는 Pd(acac)2를 나피온 필름에 5분간 접촉시

켜서 제조한 Pd/나피온 복합막에서 Pd 입자의 침투 

깊이를 측정하기 위해 SEM과 EDS 분석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Pd(acac)2는 영역 (a) 쪽을 통해서만 

침투되었고, 반대쪽 면은 PTFE 필름에 의해서 그 침

투가 차단되었다. 표피 부분, 영역 (a)에서는 Pd 특성 

피크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나며, 5.2 μm 정도의 

깊이인 영역 (b)에서는 Pd 특성 피크가 약간 감소하

였고, 10.4 μm 정도의 깊이인 영역 (c)에서는 Pd 특

성 피크가 매우 미약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표면으로

부터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Pd의 강도가 약해지다가 

13.8 μm 정도 이상, 즉 영역 (d) 이상에서는 Pd가 전

혀 검출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영역 d에서는 

나피온의 고분자 구조인 술폰산기를 갖는 PTFE 사

슬에서 기인하는 플루오르 (F), 탄소 (C), 황 (S) 및 

산소 (O) 특성 피크가 나타나며, 표면에 가까울수록 

Pd의 특성피크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났다. 표면 

영역에서 F와 Pd의 비율은 1 : 0.15 wt% (1 : 0.03 

atomic%)이고, 영역 c에서의 비율은 1 : 0.07 wt% (1 : 

0.01 atomic%)이었다. 열중량 분석을 사용하여 산소 

조건에서 Pd/Nafion 필름을 연소시킨 후 CO 조건에

서 환원시켜서 측정한 Pd 함침량은 0.02 mg/cm
2
‐

Nafion 212이었다.

나피온 필름 내에 분산된 Pd 나노 촉매의 분산은 

Pd(acac)2의 환원에 의한 Pd 나노 입자 형성 메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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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EM image and EDS spectra for the corresponding area on the cross-sectional Pd/Nafion composite film prepared by 

exposure to Pd(acac)2 for 5 min

즘으로 설명할 수 있다
11,12)

. 즉, 180°C의 질소 분위기

에서 Pd(acac)2가 친핵성 술폰산기에 의해서 환원되

어 결정핵이 형성되고, 결정이 성장하여 Pd 나노 입

자를 형성하게 된다.

Pd 나노 입자가 나피온 막의 기계적 강도에 미치

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Pd(acac)2 노출 시간에 

따른 인장특성을 평가하였고, 그 결과를 Fig. 3에 나

타내었다. Pd(acac)2 노출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즉 

Pd 나노 입자 도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인장강도가 

증가하고 신율은 약간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Pd 나노 입자가 나피온 사슬의 운동성을 제약하기 

때문이다. Nafion 212의 인장강도는 33.0 MPa이고 

신율은 337.6%이며, Pd(acac)2에 5분 노출시킨 Pd-5 

min/Nafion 212 복합막의 인장강도는 40.56 MPa로 

23% 향상된 값을 나타내었고, 신율은 332.0%로 2%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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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tress-strain curves for Pd/Nafion composite films 

prepared by exposure to Pd(acac)2 for various time

Fig. 4 Polarization curves for the unit cell for Pd/Nafion 

composite membrane prepared by exposure to Pd(acac)2
for various time

Fig. 4는 제조된 Pd/나피온 복합막들을 이용하여 

분극 곡선을 나타내었다. 측정 온도는 65°C이고, 산

소 유속은 247~6600 sccm 범위에서 조절하고, 수소 

유속은 산소 유속 대비 1.5배가 되도록 조절하였다. 

Pd가 도입됨에 따라 나피온 복합막의 전기화학적 특

성은 약간 감소하였다. 이는 Pd 나노 촉매가 술폰산

기의 운동성을 저해함으로써 수소 양성자의 이동을 

방해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지만 Pd를 1

분 도입한 경우에는 전기화학적 특성 저하는 거의 

없으면서 Fig. 3에서 보았듯이 인장강도는 4.5% 정

도 개선되었다. 따라서 내구성 측면에서 나피온 막에 

Pd(acac)2를 1분 정도 매우 짧게 처리하는 것으로도 

그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4. 결  론

건식법을 사용하여 Pd(acac)2의 승화, 흡착 및 자

발적 환원 과정에 의해 나피온 필름에 Pd 나노 촉매

가 도입된 전해질 복합막을 제조하였다.

1) 나피온 필름 표면으로부터 13.8 μm 깊이까지 구

형의 Pd 나노입자가 생성되었으며, 나노 입자의 

크기는 평균 2.7 nm이었다.

2) 나피온 필름 표면으로부터 깊이가 증가함에 따라 

Pd 함침량이 감소하였다. 표면 영역에서 F와 Pd

의 비율은 1 : 0.15 wt%이고, 10.4 μm 깊이에서의 

비율은 1 : 0.07 wt% (1 : 0.01 atomic%) 정도로 

감소하였다.

3) Pd 나노 입자 도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인장강도

가 증가하였다. Pd(acac)2에 5분 노출시킨 복합막

의 인장강도는 Nafion 212에 비해 23% 향상된 값

을 나타내었다.

4) Pd가 도입됨에 따라 나피온 복합막의 전기화학적 

특성은 약간 감소하였지만, Pd를 1분 도입한 경우

에는 전기화학적 특성 저하는 거의 없으면서 인

장강도는 4.5% 정도 개선된 결과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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