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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에 심이 집 되고 있는 연료 지는 화석연료를 

체할 친환경 미래 에 지원으로서 자동차, 통신, 로  분야 

등 그 응용분야가 매우 폭 넓게 확장되고 있는 추세에 있

다.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연료 지 에서 고분자 해

질막 연료 지, 메탄올 연료 지, 용융탄산염 연료 지 등은 

해질 이온교환막을 사용하는 지로서 수소와 해질 이

온교환막의 화학반응에 의해서 기 력이 생성되므로 지의 

효율향상을 해서 이온교환막 해질에 한 연구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1-4]. 이온교환막은 수용액 의 음

이온과 양이온을 선택 으로 분리할 수 있는 이온선택성 막

으로서 수소연료 지 이외에 식, 의약품의 정제, 유기산이나 

염기 등을 정제하기 한 기투석 등의 여러 분야에 걸쳐 

폭넓게 이용되고 있다[5-6].  

이에 비해서 속연료 지는 Cathode측으로부터 도입되

는 공기 의 산소와 Anode측에 속성의 연료 극과 해

질과의 화학반응을 이용하기 때문에 속의 자발생률이 

높아 다른 수소연료 지에 비해서 출력 도가 높으며 특히 

공기 의 산소는 공해 인 측면에서 매우 친환경 인 활성

물질로서 자원 으로 제약이 없기 때문에 매우 경제 인 발

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7].  

속연료 지의 Anode재료로서 사용되는 속물질은 

부분 알루미늄, 아연, 마그네슘 등이다. 이들 속들은 자원

이 풍부하고 에 지 도가 높다는 에서 매우 유망하다. 

해액으로는 음극에서의 수소 발생억제와 도 성이라는 

에서 수산화칼륨이나 염화나트륨 등이 주로 사용되는데 

분해된 반응물을 극으로 이동시킬 뿐만이 아니라 극 사

이에 있는 이온 하를 달하는 기능을 해야 하므로 효율성

면에서 속연료에 합한 수용성 해질을 선택하여 사용

하게 된다. [8]. 

속연료 지의 경우 Anode 극으로부터 방출되는 방  

생성물은 Cathode 측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공기 극의 해

질 면에 용재(Slag)가 달라붙는 상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공기극의 환원작용에 향을 미치게 되어 발 효율이 

낮아지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해질 이온들의 

이동을 원활하게 유지하면서 속 연료극에서 생성되는 용

재 생성물의 공기극으로의 유입을 차단할 방안 의 하나로 

해질 내에 이온교환막을 설치함으로서 수용액 내 이온의 

이동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속성 용재에 한 향을 최소

화할 수 있으리라 기 되지만 아직까지 속연료 지의 효

율성 측면에서 리된 속 용재의 공기극 부착에 따른 해

결 방법의 제안이나 연구가 거의 보고된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속연료 지의 성능  수명향상

을 하여 해질 내에 이온교환막을 설치하여 마그네슘 

속 극 용재의 공기극 표면 부착 상 최소화에 따른 기

도 특성을 조사하 다. 이를 하여 지의 개방 압과 단락

류의 시간 의존성  I-V특성, 출력특성변화를 양이온  

음이온 교환막과 NaCl 해질 농도 등에 따라 조사하 다.  

2. 이온교환막  극반응

2.1 이온교환막

그림 1에 이온교환막의 작용을 나타내었다. 이온교환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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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질 이온을 선택 으로 투과시키는 기능 측면에서 양이

온 교환막과 음이온 교환막으로 분류된다. 양이온 교환막에

는 음 하가 주입되어 있기 때문에 음 이온은 반발하게 되

고 양 이온만 투과할 수 있으며 음이온 교환막은 양이온 교

환막과 반 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화학 지에 있어서 Cathode와 Anode 극 간의 

차에 의한 기  흐름은 이온교환막에 의해서 선택 으

로 분리된 해질 내의 이온성 물질들에 의해서 향을 받

게 된다. 화학 지의 경우 류는 외부 도체에서는 자에 

의해서 흐르지만 해질에서는 양이온과 음이온에 의해서 

류가 흐르므로 극의 화학반응에 의해서 가 생성되

면 해질 내에 있는 양이온은 음극으로 이동하고 음이온은 

양극으로 이동함으로서 류흐름이 생기게 된다.  

그림 1 이온교환막의 작용 (a) 양이온 교환막 (b)음이온 교

환막 

Fig. 1 Reaction of ion exchange membrane (a) cation 

exchange membrane (b) anion exchange membrane

2.2 극반응

마그네슘(Mg) 극을 사용하는 속연료 지의 Anode

극  Cathode 극의 화학반응은 다음과 같다[9].

         

       Mg+ 2OH- → Mg(OH)2 + 2e-              (1)

       O2+2H2O + 4e- → 4OH-                    (2)

         2Mg + O2 +2H2O  → 2Mg(OH)2          (3)

Anode 극인 Mg 속은 해질 수용액의 OH
-
와의 반응

을 통해서 자(2e-)를 생성하면서 자신은 Mg(OH)2의 입자

상태로 해질 내로 떨어져 나오면서 용재를 생성한다. 반

면에 Cathode 극의 공기극은 산소를 유입하여 Anode 극

으로부터 유입된 자와 수용액의 2H2O와 반응하여 4OH-

를 생성하게 된다. 이와 같은 화학반응을 통해서 Anode 극

과 Cathode 사이에 이론 으로 2.69V의 차가 발생한다.  

3. 실  험

본 실험에 사용된 양이온 교환막  음이온 교환막의 물

리  특성을 표 1에 나타내었다. 

표 1 이온 교환막의 물리  특성

Table 1 Physical properties of ion exchange membrane

        TYPE Cation Anion 

Functionality (R-SO3
-) (R-N+(CH3)3)

Exchange 

Capacity(meq/g-dry)
1.60 1.35

Water Content(%) 30±5 30±5

Thickness(mm) 0.56 0.6

Area Resistance

1N NaCl, 25℃(Ω․㎠)
17±2 18±2

그림 2 속연료 지의 구조

Fig. 2 Configuration of metal fuel cell

양이온 교환막은 음이온 활성기를 가지고 있어 정 기

으로 양이온만을 선택 으로 통과시키고 음이온 교환막은 

양이온 활성기를 가지고 있어 정 기 으로 음이온만을 선

택 으로 통과시키는 작용을 한다. 

그림 2에 본 실험에 사용된 속연료 지의 구조를 나타

내었다. 공기 극은 시트모양의 얇은 막으로서 매우 조 한 

소수성 고분자 막과 도체 성분의 속 망을 갖는 활성탄

소 층으로 구성되어 한 면은 공기 에 노출되어있고 다른 

면은 수용성 해질에 되도록 하 다. 속 극으로는 

두께 2mm, 크기 10cm×5cm의 마그네슘 합 (AZ91)을 사

용하 다. 해질은 NaCl 수용액 5∼15wt%를 사용하 으며 

해질 내에 이온교환막을 설치하여 속 극에서 생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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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재가 공기 극 측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한 구조로 하

고 극간 거리는 5cm로 하 다. 개방 압과 단락 류는 외

부회로의 개방과 단락상태에서 True RMS multimeter 

(Agilent U1242A)를 사용하여 측정하 으며 I-V특성은 포

텐시오메터를 통해서 흐르는 류와 압강하를 측정하여 

나타내었다. 

4. 결과  고찰

4.1 공기극의 표면상태

그림 3은 이온교환막을 사용한 경우와 사용하지 않은 경

우에 해질 면에 한 공기극 표면사진을 나타낸 것이

다. 그림 (a)와 같이 이온교환막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에는 

공기극의 표면에 속 극에서 생성된 속 용재가 달라붙

은 상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온교환막을 사용한 경우

에는 공기극  탄소막 표면상태가 매우 깨끗한 상태를 나타

내었다. 이와 같은 상은 식 (2)에서 Mg 속이 해질과의 

반응과정에서 생성된 2Mg(OH)2의 용재 부산물이 상 극

으로 이동하면서 공기 극의 표면에 달라붙기 때문에 나타

나는 상임을 알 수 있다. 

   

             (a)                        (b)

그림 3 공기극의 표면상태 (a) 이온교환막을 사용한 경우 

(b) 이온교환막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Fig. 3 Surface state of air electrode (a) Ion exchange 

membrane use (b) Ion exchange membrane none  

4.2 이온교환막에 따른 개방전압과 단락전류특성 

그림 4는 NaCl 해질 농도 5wt%의 경우, 속연료로 

Mg를 사용한 연료 지에 있어서 음이온 교환막과 양이온 

교환막을 사용하 을 때의 개방 압의 시간  변화를 이온

교환막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한 것이다. 양이온 교

환막과 음이온 교환막을 사용한 경우에는 각각 1.52V와 

1.58V로서 시간에 따라서 거의 일정한 값을 나타냈으나 이

온교환막이 없는 경우에는 시간에 따라 증가하다가 8분 정

도에 이르러 1.59V 정도로 일정한 값에 도달되는 시간의존

성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상은 이온 교환막이 사용된 

경우에는 해질과 Anode 극 간의 화학반응으로 생성된 

속 용재가 공기극에 향을 미치지 않지만 이온 교환막이 

없는 경우에는 공기극으로 유입되어 Cathode의 극반응에 

향을 미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속 용재의 유입이 이온교환막에 의해서 차단됨으로서 공

기극의 반응이 빠르게 진행되어 빠른 시간 내에 일정 

로 안정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속 과 해질 간

의 화학반응에 의해서 생성된 속 부유물이 공기극의 화학

반응에 향을 미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그림 4 이온교환막에 따른 개방 압

Fig. 4 Open circuit voltage according to Ion exchange 

membrane

그림 5에 개방 압과 동일한 조건에서 측정한 단락 류의 

시간  변화를 이온교환막에 따라서 나타내었다. 그림 4의 

개방 압특성과 같이 이온교환막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간에 따라 서서히 증가하는 시간 의존성을 나타냈으나 이

온교환막을 사용한 경우에는 시간 의존성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양이온과 음이온 교환막에서 각각 0.49A와 0.52A로

서 일정한 류값을 나타내었다. 이온교환막이 있은 경우, 

그림 1의 작용과 같이 해질 내의 Na+이나 Cl- 이온들은 

교환막의 특성에 따라서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이

온 이동에 따른 충돌빈도가 어들고 한 용재유입이 없기 

때문에 공기극의 화학반응 활성화에 기인된 상으로 볼 수 

있다. 이온교환막이 없는 경우에는 양 방향으로 이온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온들 간의 충돌에 의한 향과 공기극의 

용재 부착에 따른 화학반응의 축 상이  함께 작용한 것

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단락 류의 크기면에서 이온교환막이 있는 경우보

다 이온교환막이 없는 경우에 크게 나타난 것은 Na+이온과 

Cl-이온이 양 방향으로 동시에 움직이기 때문에 그만큼 

하량이 증가된 상에 기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온교환

막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음이온 교환막에 의한 류가 양

이온 교환막에 의한 류보다 크게 나타난 것은 이온에 따

른 향으로 생각된다. 즉 해질 용액에서 이온에 의해서 

운반되는 하량은 해질 내에 리되어 있는 이온 종류의 

도도에 따라서 달라진다[10]. NaCl 수용액의 경우 류는 

Na+이온과 Cl-이온의 당량 도도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Na+의 당량 도도는 50.1 S-cm2/eq이고 Cl-은 76.3 

S-cm2/eq이므로 Cl-이온이 Na+ 이온에 비해서 기 도

도가 높기 때문에 NaCl 수용액에서 Na+이온보다 Cl-이온에 

의한 도도가 증가되어 음이온 교환막에서 류가 증가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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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이온교환막에 따른 단락 류 

Fig. 5 Short circuit current according to Ion exchange 

membrane

4.3 이온교환막에 따른 I-V특성 

그림 6은 5wt% 해질 상태에서 Mg 극을 사용한 경우, 

양이온 교환막과 음이온 교환막을 사용하여 측정한 압-

류특성을 이온교환막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한 것이

다. 이온 교환막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이온교환막을 사

용한 경우보다 같은 압에서 더 높은 류값을 나타내었

다. 이와 같은 특성은 그림 4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온교

환막을 사용한 경우는 +, -이온들  한 쪽 이온만이 이동

하는 반면 이온 교환막이 없는 경우에는 +, - 이온들이 동

시에 이동하기 때문에 그 만큼 류증가 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6 이온교환막에 따른 I-V특성 

Fig. 6 I-V plot according to Ion exchange membrane

한 류 역에서는 이온교환막에 따른 향이 나타

나지 않았으나 300mA 이상의 고 류 역으로 갈수록 이온

교환막에 한 향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이와 같은 상은 고 류 역에서는 화학반응이 크게 활성

화되기 때문에 그 만큼 이온들의 움직임이 빠르게 진행되므

로 상 으로 많은 이온량을 갖는 이온교환막이 없는 경우

에서 류가 증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고 류 

역에서 양이온 교환막의 경우가 음이온 교환막에 비해서 

류에 한 압의 기울기가 반 으로 완만한 것은 양이온

의 당량 도도가 낮아서 같은 류에 해서 부하 압의 변

화가 상 으로 낮게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4.4 출력 특성  

화학 지에 있어서 출력특성은 지의 방 효율을 평가하

는 주요 척도가 된다. 화학 지의 출력은 부하 압과 부하

류의 곱(P=VI)으로 나타낸다. 

그림 7은 그림 6의 I-V특성곡선으로부터 구한 류-출력

특성을 이온교환막의 특성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이온 교

환막이 없는 경우의 최 출력이 185mW가 되었으며 양이온 

교환막의 경우는 158mW, 음이온 교환막에서는 146mW를 

나타내었다. 이온교환막이 없는 경우에서 높은 출력을 나타

낸 것은 이온교환막이 있는 경우에 비해서 이온량이 상

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한 양이온 교환막의 경우가 음

이온 교환막에 비해서 개방 압이나 단락 류값이 상 으

로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출력을 나타내었다.  

그림 7 이온교환막에 따른 출력특성

Fig. 7 Output power according to Ion exchange membrane

이와 같은 상은 그림 5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양이온 교

환막을 통과하는 Na+이온이 Cl-음이온에 비해서 당량 도

도가 낮기 때문에 류증가에 따른 압의 변화속도가 그 

만큼 낮게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4.5 해질 농도의 향  

일반 으로 화학 지에 있어서 해질 농도가 류변화에 

많은 향을 미치기 때문에 출력특성을 향상시키기 하여 

고 농도의 해질이 사용되고 있다. 해질 농도의 증가는 

결국 수용액 내의 이온 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단 시간 

당 하량 증가로 인하여 류가 증가되었다고 볼 수 있다.

양이온 교환막을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 해질 농도에 따

른 출력특성을 그림 8에 나타내었다. 해질 농도의 증가에 

따라서 출력특성이 크게 증가되는 특성을 나타내었다. 해

질 농도 15wt%에서 최 출력은 264mW가 되었고 10wt%에

서는 220m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해질 농도가 증가함

에 따라서  출력이 증가된 것은 상은 해질 농도가 증가

할수록 수용액 내의 이온 도가 크게 증가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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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해질 농도에 따른 출력특성 

Fig. 8 Output power according to electrolyte concentration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양이온 교환막  음이온 교환막이 지의 

기  특성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 다. 이온교환막을 사

용함으로서 공기극의 해질  표면에 속물질의 용재

부착 상이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하 다. 이온교환막을 사

용하지 않은 경우의 개방 압은 시간 의존성을 나타냈으나 

이온교환막을 사용한 경우의 개방 압은 시간 으로 매우 

안정된 상태를 나타내었다. 음이온 교환막이 양이온 교환막

에 비해서 단락 류가 증가한 것은 음이온인 Cl-의 당량

도도가 양이온인 Na+보다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온교환막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출력이 이온교환막을 

사용한 경우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이온교환막을 사용한 경

우는 음, 양이온  한 쪽 이온만 류흐름에 기여한 반면 

이온교환막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음, 양이온 모두 류

흐름에 기여했기 때문이다. 해질 농도의 증가에 따라서 

출력특성이 크게 증가된 것은 해질 이온 도가 증가한 결

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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