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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    론

연료전지는 수송용과 분산형 분야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미

래 대체 전력원 기술로써 인식되어 왔다[1,2]. 수십 년간의 다양한 연

구를 통해 여러 형태의 연료전지가 개발되어 왔으며, 그중에 알카라

인 연료전지(alkaline fuel cells)는 낮은 산소 환원반응 과전압으로 인

한 저가의 전이금속 촉매 사용, 상대적으로 부식 가능성이 낮은 구동

환경 등의 장점으로 특히 양이온교환막의 등장으로 현재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나피온 중심의 고분자연료전지(proton exchange electrolyte 

fuel cells, PEMFC) 기술과 비교하더라도 이송용 저전력 전원 분야에

서는 여전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3,4]. 

알카라인 연료전지의 구동원리는 PEMFC와 유사하나 아래의 반응

식에서와 같이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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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2 + 2H2O + 4e- → 4OH- (cathodic reaction) 

2H2 + 4OH- → 4H2O + 4e- (anodic reaction)

2H2 + O2 → 2H2O (overall reaction)

일반적인 PEMFC와 달리 환원극에서는 물을 소모하여 OH- 이온을 

생성하며, OH- 이온이 수용성 전해질 혹은 멤브레인 전해질을 통해 

산화극으로 이용하여 수소와 반응함으로써 물을 생성하게 된다. 여기

서 주목하여야 할 것이 환원극에서의 물의 소비와 OH- 이온의 생성인

데, 이 반응으로 인해 물관리에 대한 부담은 덜 수 있으나 촉매표면 

및 촉매/가스확산층(gas diffusion layer, GDL) 계면에서 국부적으로 

급격한 pH 상승이 유발될 수 있다. 

가스확산층(GDL)은 원활한 산소(혹은 공기) 투과 및 물관리를 위

해 세공 골격(macroporous backbone)과 미세공 탄소층(microporous 

carbon layer)으로 구성된다[5]. 골격구조와 탄소층 모두는 물리적 안

정성 및 적정 수준의 소수성 유지를 위하여 통상적으로 테프론

(polytetrafluoroethylene, PTFE)이라고 하는 소수성 물질로 함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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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본 연구에서는 알카라인 연료전지 환원극 가스확산층에 내열화학성이 우수한 초발수 성능을 부여하기 위하여 PDMS 
코팅 공정을 최적화하였다. 성격이 상이한 두 개의 상용 가스확산층을 선택하였으며, 소재의 열적 안정성을 검토하여 
코팅 온도를 최적화하고, PDMS 점도를 제어하여 코팅 균일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PDMS 전구체의 점도와 관계없이 
200 ℃ 부근에서 코팅하게 되면 모든 확산층 표면에서 높은 초발수 성능을 나타내었다. 가혹실험 조건에서 초발수 성능 
변화를 측정한 결과 1000 CS PDMS를 이용하여 28BC 가스확산층에 코팅한 경우가 가장 높은 내구성을 나타내었다. 

Abstract
Optimization study was carried out to improve the durability of the gas diffusion layer (GDL) in alkaline fuel cell cathode 
by the use of highly stable PDMS superhydrophobic coating. Two different commercial GDLs were selected as substrates. 
Coating temperature and viscosity of PDMS were controlled for the stability of structure in microporous layer of GDL as 
well as uniform coating according to thermal characteristics of GDL. Regardless of PDMS viscosity, highly stable super-
hydrophobicities were obtained with both GDLs at 200 ℃. After the accelerated test, however, 28BC GDL coated with 1000 
CS PDMS showed the best durability with the lowest loss of superhydrophobicity.

Keywords: alkaline fuel cells, gas diffusion layer, superhydrophobic, PDMS, PT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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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게 되며 전기전도성 손실 최소화 및 젖음성 유지를 위하여 사

용량을 조절하여야 한다. PTFE는 소재 자체로 훌륭한 화학적 안정성

을 보유하고 있지만, 강한 알카라인 분위기에 노출될 경우 소수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6]. 탄소전극과 전해질(예를 

들어 KOH) 용액과의 반응들도 환원전극의 성능저하 요인 중에 하나

인 전해질 흘림현상(electrolyte weeping)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최근 연구에서 PTFE의 표면물성 저하에 의한 요인이 가장 지배적이

라고 보고 되고 있다[3,7]. 

폴리디메틸실록산(polydimethylsiloxane, PDMS)은 화학적 증기 증

착 방법을 활용하여 다양한 대상 물질에 5 nm 두께 이하의 박막 형태

로 증착되어 초발수 성질을 갖게 한다[5,8-12]. 특히 코팅 박막의 내화

학성이 뛰어나며 고체 및 산화물 분말 뿐만 아니라 적절한 바인더를 

사용하여 직물 형태의 대상 물질에도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12].

본 논문에서는 알카라인 연료전지에 환원극 가스확산층으로 사용

되고 있는 상용 제품의 내열화학적 내구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PDMS 화학적 증기 증착 공정을 최적화하였다. 코팅균일성, 코팅량 

및 코팅속도를 제어하기 위하여 코팅조건을 조절하였으며, 가스확산

층의 기공밀도 차이에 따른 내구성 변화도 분석하였다. 

2. 실    험 

본 연구에서 상용 가스확산층(GDL) 표면에 초발수 기능을 부여하

기 위하여 이전 연구와 유사한 방법으로 PDMS (polydimethylsiloxane, 

Dow Corning)을 이용한 화학 기상 증착법(chemical vapor deposition)

을 사용하였다[5,8-11]. PDMS 점도는 500, 1000, 5000 CS 세 가지를 

선정하였으며, 평균 분자량은 13000, 16500, 32000 g/mol이다. 다만, 

GDL의 미세공 탄소층(microporous carbon layer, MPL)에만 선택적으

로 증착될 수 있도록 Figure 1과 같이 코팅장치를 설계하여 사용하였

다. 대상으로 하는 상용 GDL은 SGL 29BC (SIGRACET-GDL 29BC, 

SGL Group)와 SGL 28BC (SIGRACET-GDL 28BC, SGL Group)을 

사용하였다. 두 제품에 대한 특성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준비된 챔

버(직경 100 mm, 높이 110 mm)에 PDMS 용액을 10 g 위치시킨 후 

가스확산층의 미세공 탄소층이 챔버 바닥면을 향하도록 하여 바닥으

로부터 50 mm 높이에 고정시켜 놓는다. Backbone인 carbon fiber 층

에 최대한 PDMS가 증착되지 않도록 SUS plate를 덧대는 방식으로 

PDMS 증기 접촉을 차단하였다. 챔버를 밀봉한 후, 200, 250, 300 ℃ 

온도 조건에서 3 h 동안 가열하여 PDMS를 기화시킴으로서 가스확산

층의 미세공 탄소층 표면에 증착될 수 있도록 하였다.

PDMS가 증착된 가스확산층의 염기에 대한 내열화학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80 mL 유리병에 1 M과 5 M NaOH 용액 20 mL를 담은 후 

가스확산층의 미세공 탄소층이 NaOH 용액과 접촉하도록 용액 위에 

위치한 후, 유리병을 밀봉한다. 실제 연료전지 구동 온도인 60 ℃에서 

120 h 동안 유지한 후 내구성을 확인했다.

가스확산층의 내구성 평가는 내열화학성 전후 표면의 접촉각 측정

값 변화로 계산하였다. 표면 접촉각 측정은 Theta Optical Tensiometer 

(KSV Instruments, Ltd., Korea)를 사용하였으며, 측정을 위해 3 µL의 

증류수를 PDMS가 코팅된 가스확산층의 미세공 탄소층에 떨어뜨린 

후 30 s 동안 기다리면서 물방울 모양이 안정된 후 표면 접촉각을 측

정하였다. 표면 접촉각은 5회 이상 측정하여 평균값을 계산하였다.

원자력 현미경(atomic force microscopy, AFM, XE-150, Park 

Systems, Korea)과 전자 주사 현미경(high-resolut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HRSEM, Nova Nano 200, USA)을 사용하여 열처리된 가

스확산층 미세공 탄소층의 표면 거칠기를 측정하고 표면 구조를 확인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알카라인 연료전지에 사용되고 있는 가스확산층(gas diffusion layer, 

GDL)은 구조적 안정성, 전기전도도, 기체투과도 및 물관리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하여 선택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 연구분야에서 가장 범용적으로 채택되고 있는 SIGRACET 

GDL Series 중에 물관리 측면에서 이슈가 될 수 있는 기공밀도 차이

가 있는 두 제품을 선택하였다. Table 1에서 볼 수 있듯이 28BC 제품

은 29BC에 비해 단위 질량이 높고 유효 기공도(open or effective po-

rosity)가 낮은데, 이것은 세공 골격(macroporous backbone)이 상대적

으로 고밀도로 제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Figure 2(a), (b)의 

SEM 이미지로 확인할 수 있다. 이로 인해 28BC는 환원극의 탈수현

상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하여 상대적으로 건조한 환경에서 구동이 유

리하며, 29BC는 물 배출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높은 기체투과도가 필

요한 환경에 유리하다. 세공 골격의 기공밀도의 차이는 미세공 탄소

층 표면 거칠기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Figure 2(c) 및 2(d)의 AFM 

분석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높은 기공밀도로 인해 세공 골격의 표면 

거칠기가 큰 29BC가 동일한 양의 탄소층을 코팅할 경우 오히려 미세

공 탄소층의 표면 거칠기는 작게 나타났다. 코팅된 탄소층이 가지는 

기본적인 거칠기가 상쇄효과를 부여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표면 접

촉각은 Figure 2(e), (f)에서 볼 수 있듯이 표면 거칠기가 작은 29BC 

가 오히려 크게 나타나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선정된 두 개의 확산층 

표면 물성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스확산층에 PDMS 코팅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코팅 온도에 따른 

대상 물질의 열적 안정성 및 표면 물성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것은 기

존 연구에서 채택된 PDMS 코팅 온도 영역이 PTFE 유리전이온도

(glass transition temperature) 부근인 300 ℃이기 때문이며, 가스확산

층 미세공 탄소층의 구조적 안정성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8]. 기존 연구에서는 열적 안정성이 부족한 대상 소재에 대해서

Figure 1. Schematic diagram of the experimental set-up for the PDMS 
coating on gas diffusion layers. 

Typical properties 29BC 28BC

Thickness (µm) 235 235

Areal weight (g/m2) 90 105

PTFE content of MPL (wt%) 23 23

Open porosity (%) 40-41 36-37

Compressibility (% in 1 MPa) 18 13

Table 1. Material Data of SGL 29BC and 28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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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습식 코팅법을 혼용한 형태로 공정을 개선하기도 하였다[9,12]. 

Figure 3에는 두 개의 가스 확산층에 대하여 처리 온도에 따른 표면 

SEM 이미지를 나타내었다. 250 ℃ 부근 혹은 낮은 온도 영역에서는 

표면 미세구조 변화가 눈에 띄는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300 ℃에서

는 29BC의 경우 국부적으로 심각한 구조 붕괴를 확인할 수도 있다

(Figure 3(d)). 28BC에서는 확연한 구조변화 차이를 찾아볼 수 없지만 

Figure 3(h)에서 볼 수 있듯 열처리에 의해서 탄소분말 사이의 공극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때문에 최대한 낮은 온도에서 코팅을 하

는 것이 대상 소재의 구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다. 하지만 200 ℃보다 낮은 영역에서는 PDMS 증착이 될 수 없

는 영역이기 때문에 실험 조건에서 배제하였다. Table 2에는 열처리된 

확산층에 대한 AFM 분석결과를 보여준다. 기본적으로 표면 거칠기 

편차가 큰 가스확산층의 특성을 감안할 때 SEM 이미지에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200 및 250 ℃에서 큰 차이가 없다가 300 ℃에서 표면 거

칠기가 크게 작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는 모든 열처리 온

도 조건에서 표면 거칠기가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상기 결과를 토대로 코팅 온도와 사용한 PDMS 점도를 달리하여 

가스확산층 탄소층 표면에 PDMS 코팅 조건을 최적화하였다. Table 3

에 코팅 온도에 따른 접촉각 결과를 볼 수 있다. 29BC와 28BC의 차

이는 크게 보여지지 않으며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대체로 접촉각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론적으로 접촉각은 표면 거칠기에 비례하고 

(a)

 

(b)

(c)
 

(d)

(e)
     

(f)

Figure 2. SEM images of backbone of (a) 29BC and (b) 28BC,  AFM 
images and root mean squared value of surface roughness of 
microporous layer of (c) 29BC and (d) 28BC, and optical image of 
the water contact angle on the microporous layer of (e) 29BC and (f) 
28BC, respectively.

(a)

  
(b)

(c)

  
(d)

(e)

  
(f)

(g)

  
(h)

Figure 3. The SEM images of microporous layer of 29BC (a-d) and 
28BC (e-h) annealed at different temperatures for 3 h.

As-received 200 ℃ 250 ℃ 300 ℃

29BC 178 nm 150 nm 152 nm 143 nm

28BC 192 nm 163 nm 166nm 146 nm

Table 2. The Root Mean Squared Value of Surface Roughness of Gas 
Diffusion Layer with Treated Temperatures

As-received 200 ℃ 250 ℃ 300 ℃

PDMS/29BC 164° 171° 170° 172°

PDMS/28BC 160° 166° 164° 171°

Table 3. The Water Contact Angle Changes after PDMS (1000 CS) 
Coating for 3 h as a Function of Treated Temper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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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 에너지에 반비례하게 되는데[13,14], 고온에서 표면 구조 변화에 

따른 표면 거칠기 감소보다 PDMS 증착에 의한 표면 에너지기 감소가 

더 크기 때문에 미세하게 접촉각이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4

에 PDMS 점도에 따른 접촉각 측정값을 나타내었다. 

가스확산층 구조의 온도 안정성과 온도 상승에 따른 초발수 성능 

변화 결과를 고려하여 200 ℃에서 코팅하였다. Table 3의 코팅 온도에 

따른 결과 값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변수 변화에 따른 접촉각 측

정값의 큰 차이는 없으며, 다만 200 ℃의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 영역

에서 코팅된 표면도 대체로 높은 수준의 초발수 성능이 유지됨을 확

인할 수 있다. 

PDMS로 코팅된 가스확산층의 초발수 성능의 내열화학성을 평가하

기 위하여 알카라인 연료전지 환원극의 가혹조건을 모사한 내구성 평

가를 수행하였다[6]. 5 M NaOH 용액 표면에 초발수 표면을 접촉시키

고 60 ℃에서 120 h 이상 유지한 후 테스트 전후의 접촉각 측정값을 

비교함으로써 최적화된 코팅 조건을 도출하였다. Figure 4에 가스확산

층 및 코팅조건에 따른 내열화학성 테스트 결과를 도식화하였다. 

Table 4의 가속실험 전 접촉각 측정값은 코팅 조건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가속실험 후의 접촉각 측정값은 가스확산층 및 

코팅 조건에 따라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28BC 가스확산층에 점도 

1000 CS PDMS로 코팅된 가스확산층 표면의 초발수 성능 손실이 

3.6%로 가장 작은 값을 보여주었다. 29BC 확산층의 경우 테스트 전

후 초발수 성능이 급격히 저하되는 것으로 보아 내부 구조적 안정성

이 결여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세공 골격의 기공밀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NaOH의 내부 확산에 취약하게 되고, 내부에 적절히 코

팅되지 못한 부분이 공격을 받아 구조적 변화가 발생함에 따라 표면 

초발수 성능 변화가 큰 것으로 보인다. 28BC의 경우는 PDMS 점도와 

관계없이 초발수 성능 저하 정도가 작으며 1000 CS PDMS 조건에서 

특히 내구성이 뛰어나다. 이것은 PDMS가 증기화된 증착 물질의 크기

와 가스확산층 탄소층의 기공 구조와의 적합성 정도에 기인하는 것으

로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알카라인 연료전지 환원극 가스확산층에 내열화학

성이 우수한 초발수 성능을 부여하기 위하여 PDMS 코팅 공정을 최적

화하였다. 성격이 상이한 두 개의 상용 가스확산층을 선택하였으며, 

개발 소재의 열적 안정성을 검토하여 코팅 온도를 최적화하고, PDMS 

점도를 제어하여 코팅 균일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200, 1000, 5000 

CS PDMS 전구체를 사용할 경우 점도와 관계없이 200 ℃ 부근에서 

코팅하게 되면 모든 확산층 표면에서 높은 초발수 성능을 나타내었다. 

내열화학성 테스트 전에는 확산층의 표면 물성과 PDMS 점도 변수는 

초발수 성능 변화에 크게 기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나, 5 M NaOH, 

60 ℃, 120 h의 높은 pH와 가혹실험 조건에서 초발수 성능 변화가 뚜

렷해진다. 3.6% 접촉각 측정값 변화를 보인 28BC, 1000 CS 경우가 

가장 높은 내구성을 나타내었다. 세공 골격의 기공밀도가 작은 29BC 

가스확산층은 내열화학성 테스트 중 NaOH의 내부 확산에 취약하게 

되고, 내부에 적절히 코팅되지 못한 부분이 공격을 받아 구조적 변화

가 발생함에 따라 표면 초발수 성능 변화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 

세밀하고 완벽한 코팅을 위해서는 코팅하고자 하는 대상 소재의 표면 

물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PDMS 점도와 코팅온도를 조절하여 코팅 물

질의 크기를 제어함으로써 표면 거칠기와 표면에너지를 적절히 제어

하여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개발된 소재가 적용하고자 하는 연료전

지 시스템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수

반되어야 한다. 

최근 들어 연료전지 개발에 초점은 단순하게 초기 성능을 향상시키

는 것에서 실질적인 상용화를 위해 소재부품의 내구성과 가격경쟁력

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방향으로 급속하게 바뀌고 있다. 이를 위해서

는 개별 소재들의 단순한 성능 향상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연료전

지 구동환경에 적합한 구조, 개발 소재를 적절히 평가할 수 있는 평가

환경 및 적절한 평가방법이 더불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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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received 500 CS 1000 CS 5000 CS

PDMS/29BC 164° 168° 171° 169°

PDMS/28BC 160° 166° 168° 168°

Table 4. The Water Contact Angle Changes after PDMS Coating at 
200 ℃ for 3 h as a Function of the Viscosity of PDMS

(a)

 

(b)

Figure 4. The water contact angle changes of (a) 29BC and (b) 28BC 
after treatment in 1 M and 5 M NaOH solutions for 120 h at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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