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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work, preparation and characterizations of hybrid membranes
containing sulfonated poly(arylene ether sulfone) (SPES) and sulfonated poly(vi-
nylidene fluoride-co-hexafluoropropylene) (SPVdF-co-HFP) (20, 30 or 40 wt%) 
were carried out. The structure of hybrid membranes was confirmed using  X-ray
diffraction (XRD) analysis and the Fourier transform infrared (FT-IR) spectroscopy.
The prepared SPAES/SPVdF-30 membrane exhibits higher ionic conductivity of
68.9 mS/cm at 90℃ and 100% RH. Besides, the other studies showed that the
hybrid membrane has good oxidation stability, thermal stability, and mechanical
stability. Thus, we believe that the prepared hybrid membrane is suitable for the
development of membranes for fuel cell applications.

Key words : Proton exchange membrane fuel cell(양성자교환막 연료전지), Sulfonated
poly(arylene ether sulfone)(술폰화된 폴리[아릴렌 이써 설폰]), Post sul-
fonation(후 설폰화), Proton conductivity(양이온 전도도), Mechanical 
stability(기계적 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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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많은 국가들은 화석연료의 고갈위기로 인한 불안

정한 국제유가 문제 및 지구온난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친환경 에너지원 개발에 주력하고 있

다. 그중 연료전지는 유망한 에너지변환장치로 각광

을 받고 있다. 이 장치는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고 공

기 중의 산소를 산화제로 사용하여 전기화학 반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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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hemical structures of (a) SPAES and (b) SPVdF-co-HFP

통해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전기와 열 및 물만

을 생성한다. 연료로 사용되는 수소는 현재 화석연료 

크래킹 공정에서 회수되는 부생수소를 사용하고 있

지만, 가까운 미래에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에서 생

산된 수소를 사용하여 연료전지에 의해 오염물질 배

출이 전혀 없는 에너지 순환시스템을 활용하는 방향

으로 연구되고 있다
1,2).

양성자교환막(PEM)은 양극에서 음극으로 양성자

를 전달하고 또한 전극 사이에서 전자 및 가스 크로

스 오버의 통과에 대한 장벽을 제공하는 전해질의 

역할을 하는 고분자전해질형 연료전지(PEMFC)의 

핵심 구성요소이다
3). 따라서 비용저감뿐만 아니라 

높은 양성자전도성 및 우수한 기계적·화학적 안정성

과 같은 개선된 특성을 갖는 신규 중합체 물질의 개

발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4,5).

Nafion (DuPont)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

는 시판용 고분자전해질 막으로 훌륭한 화학적 안정

성과 낮은 작동온도 및 높은 상대습도에서 높은 이

온전도도를 갖는 장점이 있다. Nafion 멤브레인의 이

온전달 메카니즘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낮은 이온교

환용량을 갖으면서도 높은 이온전도도를 갖는 이유

는 Nafion이 소수성의 주사슬과 친수성의 술폰산기 

사이에 뚜렷한 상 분리로 인해 형성된 이온채널 때

문이라고 보고되고 있다
6,7). 이처럼 상용 Nafion은 이

온전도도 성능이 매우 뛰어나지만, 낮은 열적 안정성

과 높은 제조비용으로 인해 연료전지 보급화에 걸림

돌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연료전지의 빠른 상용화를 

위해서 새로운 전해질 막의 개발은 필수적이기 때문

에, Nafion을 대체할 고분자전해질 막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
8,9).

방향족 탄화수소계 막은 높은 열적 안정성, 낮은 

가스투과성, 가격이 저렴하고 다양한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낮은 산도 때문에 Nafion보다 

높은 이온교환능을 가져야 높은 이온전도도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너무 높은 이온교환용량을 가지면 

지나친 팽윤현상으로 인해 멤브레인이 불안정해지는 

단점이 있다
10-12).

Poly(vinylidene fluoride-hexafluoroporpylene) 

(PVdF-HFP)는 훌륭한 기계적 강도, 소수성 특성 및 

산화 저항성으로 인해 막의 물리적인 보강, 물에 대

한 용해도 및 산화방지 등의 응용분야를 위해 연구

되고 있는 부분 불소계 공중합체이다. PVdF-HFP를 

혼합하는 것은 멤브레인의 핀홀을 방지함으로써 

PEM의 기계적, 열적 특성과 같은 물리적 특성 및 전

기화학적 특성을 효과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다
13). 이

러한 PVdF-HFP의 특이성으로 인해 Nafion 및 PTFE

와 같은 바인더와의 혼합은 PEM의 내구성을 향상시

킴으로써 우수한 MEA를 제조하기 위한 방법으로 

연구되어 왔다. PVdF-HFP는 잠재적 보강물질로 이

용되는 한편, 계면 상호작용의 결여로 인해 방향족 

전해질인 sulfonated poly(aryl ether sulfone) (SPAES)

와의 낮은 용해도와 부적합한 혼합으로 인해 혼성화

를 방해하기도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으로, 

PVdF-HFP의 주사슬에 술폰산기를 직접 붙여서, 앞

서 언급한 문제점들을 완화시키고자 하였다
14,15). 

본 연구는 높은 술폰화도를 갖는 방향족 탄화수소

계 고분자인 Fig. 1(a) SPAES의 열적 안정성과 기계

적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위에서 언급한 방법을 

적용하여, SPAES에 술폰화된 부분불소계 고분자인 

Fig. 1(b) sulfonated PVdF-HFP (SPVdF-co-HFP)를 

혼합시킨 브렌딩 막을 제조하고, 이들의 구조분석, 

열적·화학적 성질을 포함하여 고분자전해질 막으로

써의 특성을 조사하고자 한다.

2. 실 험

2.1 시약

4,4′-Bis[(4-chlorophenyl)sulfonyl]-1,1′-bipheny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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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PSBP, 97%), poly(vinylidene fluoride-co-hexa-

fluoroporpylene) (PVdF-co-HFP), chlorosulfonic acid 

(ClSO3H, 99%), N,N–dimethylacetamide (DMAc, an-

hydrous, 99.8%), 톨루엔(anhydrous, 99.8%)은 Sigma-

Aldrich 사에서 구입하였고, 4,4'-(hexafluoroisopropylidene) 

diphenol (6F–BPA, 98%)은 Alfa Aesar사에서 구입하

여 사용하였다. K2CO3 (anhydrous), NaOH (98%), 

NaCl (99%), dimethylformamide (DMF, 99.0%), N,N

–dimethylacetamide (DMAc, 99.6%), 1–methyl–2–pyr-

rolidinone (NMP, 99.6%), dimethyl sulfoxide (DMSO, 

99.5%), 아세톤(99.5%), 메탄올(99.5%)은 대정화금(주)

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2.2 폴리(아릴 이써 설폰)의 합성

100 mL 플라스크에 6F-BPA (1.89 g, 5.5 mmol), 

BCPSBP (2.57 g, 5.0 mmol),  그리고 K2CO3 (1.53 g, 

11.0 mmol)를 첨가한 후, 톨루엔(15 mL)과 DMAc 

(15 mL)를 가했다. 반응은 질소가스 하에서 교반기

와 딘-스탁 장치가 부착된 플라스크 안에서 진행하

였는데, 먼저 120℃에서 2시간 동안 환류를 진행한 

후, 이어서 톨루엔을 이용한 혼합물 속의 물을 제거

를 위해 140℃로 올려 6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톨루

엔 완전히 제거된 후 용액의 온도를 165℃까지 올려 

점도가 생길 때까지 2일 동안 반응을 진행하였다. 끈

끈해진 용액이 60℃까지 낮추고 떨어질 때까지 기다

린 후, 800 mL의 혼합용매(메탄올/아세톤/Deionized 

[DI] water, 6/1/1, v/v/v)에 천천히 부어주었다. 이렇

게 형성된 침전물은 거름종이를 통해 메탄올과 DI 

water로 서너 차례 씻어준 후, 70℃에서 하루 동안 건

조하였다. FT-IR (KBr, cm-1): 3,067, 1,585, 1,508, 

1,488, 1,408, 1,320, 1,296, 1,240, 1,204, 1,170, 

1,150, 1,104, 1,073, 1,003, 967, 928, 873, 854, 819, 

791, 723, 705, 680, 632, 608, 585, 564, 545, 523.

2.3 술폰화된 폴리(아릴 이써 설폰)의 제조

메틸렌 클로라이드 50 mL에 용해된 전구체(1.0 g, 

0.028 mmol)에 메틸렌 클로라이드에 희석시킨 0.1 M 

클로로 설폰산을 한 방울씩 떨어뜨려 첨가하여 상온

에서 8시간 동안 교반시켰다. 그 결과 생성된 물질은 

혼합용매(핵산/DI water, 6/4, v/v)에 침전시켰다. 침

전된 물질의 잔여 산을 제거하기 위하여 pH 7이 될 

때까지 DI water로 수차례 씻어주었다. 술폰화된 친

수성 고분자는 하루 동안 70℃의 오븐에서 건조하였

다. FT-IR (KBr, cm-1): 3,446, 3,104, 1,632, 1,584, 

1,483, 1,287, 1,243, 1,207, 1,180, 1,147, 1,090, 

1,024, 1,004, 976, 910, 879, 859, 799, 819, 718, 671, 

616, 592, 568, 544, 528.

2.4  술폰화된 PVdF-co-HFP의 제조

반응 전에 PVdF-HFP 조각을 70℃에서 8시간 동

안 건조시켜 수분을 제거하였다. 건조한 PVdF-HFP 

(3.0 g, 0.0075 mmol)를 20 mL의 클로로설폰산과 혼

합하고, 혼합물을 60℃에서 7시간 동안 교반하였다. 

술폰화된 PVdF-HFP를 메탄올, 메틸렌 클로라이드 

및 DI water를 사용하여 세척한 후, 하루 동안 70℃
의 오븐에서 건조시켰다. 산-염기 의해 확인된 중합

체의 술폰산화도(DS)는 31.5%였다. FT-IR (KBr, cm-1): 

3,394, 3,184, 2,919, 2,848, 1,645, 1,401, 1,178, 

1,069, 975, 872, 839, 796, 762, 614, 509, 485, 444, 

409.

2.5 고분자전해질 멤브레인의 제조 

먼저 DMF 용매 20 mL에 30 mg의 SPAES를 녹이고, 

중량비(20 wt%, 30 wt%, 40wt%)에 맞게 SPVdF-co-HFP

를 각각 첨가한 후 80℃에서 3일 동안 교반하였다. 

이어서 균일하게 혼합된 용액을 페트리접시에 붓고 

100℃ 진공오븐에서 12시간 건조하였다. 페트리접시 

위의 건조된 멤브레인은 DI water를 사용하여 분리

한 후, 이온전도도 측정을 위하여 DI water에 하루 

동안 담가두었다.

모든 브렌딩 막의 용해도는 10 wt% 농도로 30℃
에서 측정하였다. 결과적으로 거의 모든 브렌딩 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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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F, DMAc, DMSO, NMP와 같은 극성 비양성자성

(polar aprotic) 용매에는 용해되었고, 메탄올, 아세톤, 

DI water와 같은 양성자성(protic) 용매에는 녹지 않

았다. 

2.6 특성 분석 

제조한 멤브레인들의 용해도 측정은 DMF, DMAc, 

DMSO, NMP와 같은 극성 비양성자성 용매와 메탄

올, 물, 아세톤과 같은 극성 양성자성 용매에서 10 wt% 

농도로 실온에서 측정하였다. Fourier transform in-

frared spectroscopy (FT-IR) 스펙트럼은 KBr기반 pellet 

형태로 Nicolet Impact 400 FT-IR spectrometer 기기

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X-ray diffraction 분석(XRD)

은  X'pert Pro Powder (PAN alytical)를 이용하여 막

의 형태로 측정하였다. 물 접촉각(water contact angle)

은 실온에서 DSA 10 (Kruss GmbH, Germany) 기기

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산화 안정성(oxidative sta-

bility)은 먼저 2 ppm FeSO4가 포함된 3% H2O2에 펜

톤(Fenton) 시약을 만든 후, 60℃의 펜톤 시약에 제조

한 막을 넣고 막이 깨지거나, 또는 녹기 시작하는 시

간을 측정하였다. 열중량분석법(TGA)은 TA instru-

ments thermal analysis system사 Q50 장비를 이용하

여 질소 분위기 하에서 측정(N2 흐름속도: 60 mL/min)

하였고, 30-800℃까지 10℃/min 속도로 온도를 상승

시키면서 온도에 따른 시료의 무게감소를 측정하였

다. DSC는 열분석시스템(Q 20, TA instruments) 장

비를 이용하였으며, 10℃/min 속도로 온도를 상승시

키면서 질소 하에서 0-250℃ 범위까지 측정(N2 흐름

속도: 60 mL/min)하였고, 유리전이온도(Tg)는 2차 스

캔으로 얻었다. 인장강도와 연신율은 실온에서 건조

한 상태로 만능 신장 기계(UTM, model 5565, Lloyd, 

Fareham, UK)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함습률은 충분히 물에 젖은 막의 무게와 건조된 

막의 무게를 측정하여 구하였다. 모든 막은 70℃ 오
븐에서 0.5일 이상 건조시킨 후, 무게를 측정한다. 젖

은 막의 무게는 30℃에서 DI water에 2시간 이상 담

근 후, 막의 표면에 남은 물기를 티슈를 이용하여 제

거한 후 즉시 측정하였다. 막의 함습률은 아래 식으

로 계산하였다(Wdry: 건조된 막의 무게[g], Wwet: 젖은 

막의 무게[g]). 

Water uptake(%) = 

 
×

이온교환용량(IEC, meq/g)은 산·염기 적정방법으

로 측정하였다. 모든 막을 70℃의 오븐에서 하루 동

안 건조시킨 후, 소량의 무게를 측정한 뒤, SO3Na의 

염 형태를 SO3H의 산 형태로 바꿔주기 위해 25℃에

서 1 M HCl 용액에 하루 동안 담지한다. 담갔던 막

을 꺼내 막 표면에 남은 HCl의 충분한 제거를 위해 

DI water에 수차례 씻어낸 뒤, 멤브레인을 다시 염

(salt) 형태로 바꿔주기 위하여 25℃에서 2 M NaCl  

40 mL에 2일 동안 담가두었다. 막이 내어놓은 H+
의 

양을 측정하기 위해 페놀프탈레인 지시약을 2-3방울

을 첨가해 준다. 용액이 붉게 변할 때(pH 7-8)까지 

0.01 N NaOH를 이용하여 적정한다. 이온교환용량은 

다음 식으로 계산한다(Wdry: 건조된 막의 무게[g], 

VNaOH: 사용된 NaOH 용액에 부피[mL], CNaOH: 사용

된 NaOH 용액에 농도[mol/L]).

 

×

이온전도도는 25×5 mm2 
크기의 전해질 막으로 

Bekk Tech conductivity test cell을 이용하여 측정

하였다. 모든 고분자 막은 100% 가습 하에서 30℃, 

50℃, 70℃, 그리고 90℃로 온도를 올리면서 측정하

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구조 분석

FT–IR 분석을 통해 브렌딩 막에 존재하는 작용기

들을 확인하였으며, 그에 대한 결과는 Fig. 2에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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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Water contact angles of SPAES and hybrid membranes

Fig. 2. FT-IR spectrum of (a) SPAES, (b) SPVdF-co-HFP, 
(c) SPAES/SPVdF-20, (d) SPAES/SPVdF-30, and (e) 
SPAES/SPVdF-40

Fig. 3. XRD patterns of (a) SPAES, (b) SPVdF-co-HFP, and 
(c) SPAES/SPVdF-30

내었다. 순수 SPAES 막은 1,003와 1,026 cm-1
에서 

Ar-O-Ar 진동으로 인한 피크와 1,585 cm-1
에서 방향

족 고리 내의 C=C 작용기 신축진동 흡수 피크가 확

인되었다. 또한 SO3H로부터의 O=S=O의 대칭 및 비

대칭 진동흡수는 1,072와 1,092 cm-1
에서 각각 확

인되었다. 이러한 피크는 SO3H 그룹이 폴리머 주

사슬에 성공적으로 합성되었음을 나타낸다
16,17). 

SPVdF-co- HFP는 1,401 cm-1
에 새로운 피크를 가지

며, 이는 PVdF-HFP에 술폰화가 잘 이루어졌음을 의

미한다. 브렌딩 막의 결과에서는, SPVdF-co-HFP의 

지방족 -CH2 신축진동과 관계가 있는 ,1245 cm-1
에 

피크가 나타났다. SPAES와 SPVdF-co-HFP 고분자

는 혼성화 후에 몇 개의 피크 강도가 약화되었는데, 

이는 작용기들 사이의 수소결합 때문이라고 추측된

다.

XRD 그래프를 살펴보면(Fig. 3), SPVdF-co-HFP

의 두 개의 특성피크가 2θ=18.3과 20에서 혼성화 후

에도 잘 나타남을 알 수 있다
18,19).

3.2 물 접촉각

물 접촉각은 고분자 전해질 막의 표면장력을 측정

하기 위한 PEM의 중요한 매개변수이다. 멤브레인의 

친수성이 강할수록 표면장력이 작아져 계면의 각도

가 작아지고, 소수성이 강할수록 표면장력이 커져 계

면의 각도 커지게 된다
20). 모든 막의 물 접촉각은 측

정 전 70℃에서 1일 동안 건조한 후, 상온에서 측정

하였다. 물 접촉각은 물을 각 멤브레인에 떨어뜨려서 

친수성을 각각 확인하였다. 제조된 SPAES 막과 브

렌딩 막에 대한 접촉각 측정의 결과를 Fig. 4에 나타

내었다. SPAES, SPAES/SPVdF-20, SPAES/SPVdF-30 

및 SPAES/SPVdF-40 브렌딩 막에 대한 표면상의 접

촉각은 47.14, 49.90, 75.19 그리고 84.1°였다. 이 결

과는 SPVdF-co-HFP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멤브레인

의 소수성이 증가함을 입증한다
21). 여기서 접촉각, 

함습률, 이온전도도가 매우 유사한 경향성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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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GA patterns of SPAES, SPVdF-co-HFP and hybrid 
membranes

Fig. 6. Stress-strain behaviors of SPAES, SPVdF-co-HFP 
and hybrid membranes

Table 1. Oxidation stability and thermal stability of SPAES, 
SPVdF-co-HFP, and hybrid membranes

Oxidative 
stabilitya

τ (day)

Td (℃)
Tg (℃)

5% 10%

SPAES >22 60 100 166

SPVdF-co-HFP >30 460 510 156

SPAES/SPVdF-20 >24 120 310 -

SPAES/SPVdF-30 >28 140 320 156

SPAES/SPVdF-40 >30 140 330 -
aτ is the times at which the membrane begins to dissolve in 
Fenton’s reagent (at 60℃).

3.3 산화 안정성과 열 안정성

2 ppm FeSO4를 포함하는 3% H2O2 펜톤 시약을 

사용하여 산화 안정성을 조사하였다. 산화 안정도의 

측정은 연료전지를 작동하는 동안 발생하는 하이드

록시라디칼(HO∙, HOO∙)로 인해 고분자전해질 막의 

화학적 분해에 따른 화학적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함

이다. 이러한 하이드록시라디칼은 고분자전해질 막

을 분해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연료전지 성능을 저하

시키기 때문에 연료전지 작동을 위한 매우 중요한 

분석이다
22). 시험은 60℃에서 펜톤 시약에 막을 작게 

잘라서 넣고 측정하였다. 멤브레인의 산화 안정성은 

멤브레인이 용해되기 시작하는 경과시간을 확인하여 

측정하였다. SPASES, SPAES/SPVdF-20 및 SPAES/

SPVdF-30의 경우 22일, 24일 및 28일 이후에 각각 

막이 깨지기 시작하였고, SPVdF-co-HFP와 SPAES/

SPVdF-40 브렌딩 막의 경우 30일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러한 브렌딩 막은 Table 1에 나타낸 

것처럼 내구성이 강한 불소원자를 포함하고 있기 때

문에 적절한 산화 안정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

다. 

합성한 SPAES와 브렌딩 막의 열적 안정성 평가는 

TGA와 DSC 분석을 통하여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TGA를 분석하기 전에 모

든 시료를 70℃에서 하루 동안 오븐에서 건조한 후 

사용하였고, SPAES와 브렌딩 막의 열적 안정성을 

30-800℃까지 질소 하에서 온도를 10℃/min씩 증가

시키며 측정하였다. 모든 그래프는 두 번의 무게감소

를 보이는데(Fig. 5), 200-240℃ 사이에서 나타난 첫 

번째 무게손실은 술폰산기의 탈착으로 인함을 예측

할 수 있다. 550℃ 부근에서 두 번째 무게감소를 보

였고, 이는 고분자 주사슬이 분해하기 때문이다. 무

게감소 10%가 일어나는 온도는 SPAES/SPVdF-20, 

SPAES/SPVdF-30 및 SPAES/SPVdF-40의 경우 각각 

310℃, 320℃ 및 330℃로 SPVdF-co-HFP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안정성이 증가함을 보여 주었다
23,24). 

DSC도 역시 측정 전 모든 시료를 70℃에서 하루 동

안 오븐에서 건조하여 사용하였으며, 측정온도 범위는 

0-250℃까지 그리고 질소조건에서 온도를 10℃/min

씩 증가시키며 측정하였다. 이들의 유리전이온도(Tg)

는 2차 스캔으로 측정하였다(Table 1)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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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Ionic conductivity plots of SPVdF-co-HFP, and hybird 
membranes (RH 100%)

Table 2. Water content (WC), ion exchange capacity (IEC), 
and ionic conductivity of SPAES, SPVdF-co-HFP and hybrid 
membranes

WC
(%)a

IEC
(meq/g)

Conductivity (mS/cm)

30℃ 50℃ 70℃ 90℃
SPAES 57.0 1.87 69.5 - - -

SPVdF-co-HFP 2.4 0.18 0.2 0.5 1.1 2.5

SPAES/SPVdF-20 39.2 0.87 5.2 15.1 - -

SPAES/SPVdF-30 19.8 0.61 2.5 12.4 38.6 68.9

SPAES/SPVdF-40 9.4 0.24 1.2 1.5 15.5 18.1
aWater content at 30℃.

3.4 기계적 안정성

고분자의 물리적 특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인장

강도 시험을 진행하였다. 일반적으로 폴리머 주사슬 

간의 상호작용은 흡수된 물 분자 때문에 약해질 수 

있어서, PEM의 인장강도는 건조한 상태에 비하여 

습한 상태에서 더 낮다
27). 우리는 멤브레인의 인장강도

와 연신율을 건조한 상태로 실온에서 측정하였다
28,29). 

높은 술폰화도를 보인 SPAES 막은 3.7 MPa의 적은 

인장강도를 보여 연료전지 분야에 응용을 위해서는 

부적합하지만, 물리적으로 안정한 SPVdF-co-HFP 고

분자와 혼합된 SPAES/SPVdF-30과 SPAES/SPVdF-40

은 각각 24 MPa과 30 MPa로 연료전지 작동에서 요

구되는 20 MPa를 충분히 충족하였다(Fig. 6).

3.5 함습률, 이온교환용량 및 이온전도도

고분자 전해질 막의 함습률은 멤브레인의 주요한 

고유특성으로써 기계적 특성을 비롯하여 이온교환용

량, 이온전도도, MEA 제조시 멤브레인과 전극 사이

의 상호작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함습

률이 높을수록 높은 전도도 값을 나타내지만, 과도한 

높은 함습률은 멤브레인의 높은 팽윤현상을 유발하

여 기계적 강도를 약화시키고 MEA 사이의 층 분리

를 유도한다
30). 수분함유는 이온 이동에 있어 매우 

중요하며, 친수성의 반복단위나 술폰화도 또는 온도

와 같은 파라미터에 따라 다른 함습률을 나타낸다. 

술폰산 작용기의 증가는 일반적으로 더 많은 물 분

자를 흡수하며, Table 2에 요약한 것처럼 SPVdF-

co-HFP 고분자의 함량이 많을수록 보다 더 낮은 함

습률을 보여주고 있다.

이온교환용량은 고분자 막의 술폰산 작용기 함량

에 대한 중요한 척도로 술폰화 정도가 높을수록 그 

값이 증가한다
31,32). 제조한 멤브레인들의 이온교환용

량은 적정을 통해 측정하였다. SPAES, SPVdF-co-HFP, 

SPAES/SPVdF-20, SPAES/SPVdF-30,  SPAES/SPVdF-40

은 각각 1.87 meq/g, 0.18 meq/g, 0.87 meq/g, 0.61 meq/g, 

0.24 meq/g의 값을 나타내었고, 이는 높은 술폰화도

를 가진 SPAES의 함량이 많을수록 이온교환용량이 

증가함을 보여주었다.

양이온전도도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일반적으

로 그 값이 함께 증가하며, 이는 Fig. 7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IEC와 마찬가지로 술폰화도가 증가할

수록 이온전도도도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33-36). 

이온전도도는 SPAES 막의 경우 30℃에서 69.5 mS/cm

를 나타내었지만 50℃ 이상의 온도에서는 멤브레인

이 녹아 측정되지 않았다. 또한 SPAES/SPVdF-20 브

렌딩 막의 경우 30℃, 50℃에서 각각 5.2 mS/cm, 

15.1 mS/cm를 나타냈지만, 70℃ 이상의 온도에서는 

멤브레인이 녹아 측정되지 않았다. 반면에 SPAES/

SPVdF-30 브렌딩 막은 90℃에서 최대 68.9 mS/cm

를 나타내었고, SPVdF-co-HFP 고분자의 함량이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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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함에 따라 높은 온도에서는 이온전도도는 감소했

지만 멤브레인의 내구성은 증가하였다.

4.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높은 술폰화도를 가진 부분 불

소화된 SPAES 고분자를 SPVdF-co-HFP와 혼합시킴

으로써 얻은 멤브레인의 화학적·기계적·열적 안정성

을 높여 실용화 수준을 높이기 위함이다.

SPAES 고분자는 친핵성 방향족성 치환 반응을 이

용한 공중합 반응을 통해 합성하였고, 이후 부분 불

소화된 SPVdF-co-HFP와 혼합하여 FT–IR 기기분석

을 통해 성공적으로 혼성화됨을 확인하였다. SPVdF-

co-HFP와 혼합된 고분자 막은 불소원자를 포함함으

로써 강한 산화 안정성을 갖는다. TGA 측정에서 240℃ 

근처에서 술폰산기의 분해가 있었으며, DSC를 통해 

얻은 유리전이온도(Tg)가 150℃ 이상으로 열적으로 

안정하였다. SPAES 막은 이온전도도 측정시 높은 

술폰화도로 인해 50℃ 이상의 온도에서는 녹아 사용

에 문제가 있는데 비해, SPAES/SPVdF-30 브렌딩 막

은 90℃, 상대습도 100% 조건에서 68.9 mS/cm를 나

타내었다. 또한 SPAES 막의 기계적 강도는 3.7 MPa

이었지만, 혼성화된 멤브레인인 SPAES/SPVdF-30과 

SPAES/SPVdF-40은 각각 24 MPa과 30 MPa로 증가

하였다.

결론적으로 섞어 만든 부분 불소화된 SPAES/

SPVdF-30 브렌딩 막은 좋은 산화 안정성, 열적 안정

성 및 기계적 안정성을 갖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브

렌딩 막은 고분자 전해질형 연료전지 멤브레인 개발

에 있어서 응용할 가치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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