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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화석연료기반에서 친환경 수소 기반의 청정에너지원으로 전환되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수소연료전지의 고성능

저가격 핵심 소재 기술 개발에 많은 관심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가운데 연료전지의 전해질로 사용되는 강화복합막의

기술 도입은 과불소계 술폰산 이오노머(Perfluorosulfonic acid, PFSA) 양의 감소 및 막 두께 감소를 통한 가격 저감 및

셀 저항 감소, 치수 안정성 개선 그리고 계면 안정성에 대한 확보가 가능하여 최종적으로 연료전지 성능 향상과 가격

절감이 동시에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연료전지용 불소계 전해질 강화복합막 코팅 공정에서 이오노머 분산용매에 따

라 막 형성 및 물성 변화와 연료전지 성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Abstract − In the recent, as a world demand of energy resources has been transformed from fossil fuels to hydrogen-

based clean energy resources, a huge attention has been attracted to increase the performance and decrease a production

cost of core materials in fuel cell technology. The utilization of reinforced composite membranes as electrolytes in the

polymer electrolyte membrane fuel cells can reduce the use of high cost perfluorosulfonic acid (PFSA), mitigate the cell

impedance, and improve the dimensional stability as well as the interfacial stability, giving rise to achieve both an

improved performance and a reduction of production costs of the fuel cell devices. In this study, we investigate the

effects of physical characteristics and cell performances according to the various ionomer solvents in the solution based

manufacturing process of reinforced composite electrolyte membr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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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연료전지는 화석연료기반에서 수소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이끄는

새로운 동력원으로써 전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연료전

지의 작동원리는 음극에서 수소를 수소이온과 전자로 변환시키고,

변환된 수소이온은 전해질막을 통해 양극으로 이동하며, 양극에서

는 수소이온이 산소와 전자가 만나서 물을 생성시키는데, 이때 전

자가 외부회로를 통과하면서 전류를 발생시킨다. 이런 원리를 통하

여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직접적으로 변환시키기 때문에 화

석연료보다는 에너지 변환 효율이 매우 높다. 더불어 반응 후 부산

물로 물만 배출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장점이 있다. 연료전지는

전해질의 종류에 따라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PEMFC), 직접 에

탄올 연료전지(DMFC),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SOFC), 용융 탄산염 연

료전지(MCFC), 인산형 연료전지(PAFC)등으로 분류된다[1,2].

그 중에서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Polymer electrolyte membrane

fuel cell, PEMFC)는 간단한 구조와 65-130 oC 정도의 타 연료전지

대비 낮은 작동 가능 온도, 높은 효율(40-60%)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PEMFC에서 중요한 핵심소재 가운데 하나는 전해질막으로써 주로

불소화탄소계 물질인 과불소계 술폰산 이오노머(Perfluorosulfonic

acid, PFSA)를 사용하며, 불소화 탄소로 이루어진 소수성의 주쇄

(Backbone)와 황산기를 가진 친수성의 곁사슬(Side chain)부분으로

이루어진 양친성의 고분자 구조를 갖는다. 특히 막 제조 조건에 따라

PFSA 고분자 구조에서 다양한 미세배열, 결정구조, 이온 클러스터

등이 결정되는데 연료전지 적용에서 수소 이온의 전도에 중요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3,4].

PFSA는 DuPont사에서 1970년대에 나피온이란 브랜드로 처음

상용화 되었고, 나피온은 열적 안정성, 높은 기계적 물성과 높은 이온

전도도로 인해서 PEMFC나 DMFC의 전해질막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최근 3 M, Solvay, Asahi Glass 등에서 분자 길이나 구조를

조정하여 다양한 PFSA구조를 생산 및 보급하고 있으나[4,5], PFSA 순

수막은 가격적으로 원가가 높으며, 막-전극 접합체(Membrane

electrode assembly, MEA)내에서 가습 조건에 따라 막 젖음의 문제로

인한 낮은 수소이온전도도, 막의 치수 안정성(Dimensional stability)

및 기계적 내구성이 불안정한 문제점 등이 보고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최근에 폴리테트라플로로에틸렌 (Polytetrafluoroethylene,

PTFE), 이소불화비닐(Polyvinylidene fluoride, PVDF) 같은 재질의

다공성 지지체에 PFSA 이오노머를 함침시킨 형태의 강화복합형

고분자 전해질막(Reinforced polymer composite membrane)이 연

료전지 운전에서 성능과 내구성을 개선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제시

된다. PTFE 소재는 PFSA에 비해 원가가 낮고, PTFE의 부피만큼

PFSA를 대체하여 사용량을 줄이고 기계적 물성을 보완하여 더 얇은

두께로 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PEM 전기화학소자(연료

전지, 수전해 등)의 강화복합막 제작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

다[6-8].

강화복합막은 PFSA 고분자 용액을 다공성PTFE 필름에 코팅을

통해 제조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러한 과정에서 분산용매의 종류는

강화복합막의 구조, 내부 모폴로지 제어 및 물성 변화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첫 번째로 PTFE 의 특성상 표면에 강한 소수성을 가지고

있어서, 친수성을 띄고 있는 PFSA를 PTFE필름에 함침하면, PTFE

내부에서 조밀하며 균일한 함침이 어려워 미세 공극이 발생하게 되

는데[6], 이러한 공극의 형성정도는 PFSA를 분산시킨 용매와

PTFE 필름간의 표면장력(Surface tension)에 의해 결정된다. 공극은 강

화복합막의 기체 투과도를 높이고 내구성을 떨어트리는 문제점을

유발하기 때문에 적절한 용매 선정 및 제조과정에서 조밀한 강화복

합막을 제조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두 번째로는 분산용매의 종류에

따라 용액내의 PFSA의 분산에 영향을 주고 제조된 강화복합막 내

부의 황산기 이온클러스터의 형성이나 미세 상분리 구조 및 결정성에

영향을 미친다[9-11].

이에 본 연구는 최근 수소차용 연료전지 강화복합막으로 가장 연

구가 많이 되는 조성인 불소계 전해질 PFSA/PTFE의 용액 코팅 공

정에서 분산용매의 특성에 따라 전해질 물성과 PEMFC에서의 전

기화학적 특성에 대해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선정된 분산용매는

극성 용매로 PFSA와 비교적 좋은 분산도를 유지하기 위해 용해도

계수(Solubility parameter)가 유사한 4가지 용매로 평가하였다: 디

메틸아세트아미드(Dimethylacetamide, DMAc, 99%), 디메틸포름

아마이드(Dimethylformamide, DMF, 99%), 1-프로판올 수용액, 에

탄올 수용액.

2. 실 험

2-1. 시약 및 재료

디메틸아세트아미드(Dimethylacetamide, DMAc, 99%), 디메틸

폼아마이드(Dimethylformamide, DMF, 99%), 1-프로판올(99%),

에탄올(99%)은 대정화금에서 구매하였고, 1-프로판올과 에탄올은

물(DI Water)과 6:4의 부피 비율로 혼합하여 수용액으로 제작되었다.

PFSA 이오노머는 3 M EW725 (3 M, 미국)를 C&L 에너지에서 파

우더 형태로 구매하여 사용하였다. 강화복합막 고분자 용액을 제작

하기 위해, 3 g의 PFSA 이오노머를 각각의 용매(DMAc, DMF, 1-

프로판올 수용액, 에탄올 수용액, 17 g)에 15 wt% 비율로 혼합하였

다. 그 후 네 종류의 PFSA용액을 상온에서 6시간 동안 교반기에서

충분히 분산시켰다. 이번 실험에 사용된 용매의 용해도 계수, 표면

장력 등의 물리적 수치는 Table 1에서 나타내었다. 

2-2. 강화복합막 제조

강화복합막은 롤투롤 공정을 변형하여 제조되었다. 바코터(Bar

coater)의 진공을 잡아서 유리판(Glass substrate)의 위치를 고정하

Table 1. Comparisons of solubility parameters, dielectric constants, boiling points and surface tensions for various polar solvents and Nafion ionomer

Solvent
Solubility Parameter (Hansen), 

δ (cal × cm-3)-1/2
Dielectric 

Constant, ε

Boiling Temperature 

(oC)

Surface Tension @ 

20 °C in mN/m

Gap (PFSA Ionic 

Group-Solvent)

DMAc 10.8 37.8 165 33.8 5.65

DMF 12.2 36.7 154 37.1 4.25

1-Propanol + Water 16.5 (60/40, v/v) [13] 44.72 [13] 97/100 21.43 [14] 0.05

Ethanol + Water 16.98 (60/40, v/v) [13] 46.82 [13] 78.37/100 26.10 [15] 0.53

Ref) Nafion 9.7 (Backbone)/16.45 (Side chain)[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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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그 후 사각형 PTFE 필름을 테이프를 이용하여 고정시켰다.

(Fig. 1a) 그 후 바코터의 온도 및 속도를 각각 60 oC, 10 mm/sec로

조정하고, 마이크로미터 필름 어플리케이터(Micrometer film

applicator)를 이용하여 준비된PFSA용액을 PTFE 필름 위아래로 함

침하였다(Fig. 1b & Fig. 1c) PFSA 용액이 함침된 PFSA/PTFE강

화복합막은 진공오븐에서 80 oC에서 6시간 이상 건조되었고, 건조

가 완료된 강화복합막을 천천히 유리판에서 분리하였다. 그리고 유

리판에서 분리된 강화복합막을 오븐에서 150 oC에서 30분 동안 열

처리한 후 실험에 사용하였다(Fig. 1d) 최종적으로 강화복합막은

상용 이형지로 포장하고, 진공상태에서 보관되었다. 

2-3. 거시구조 확인

2-3-1. 주사전자현미경 

강화복합막 시편을 액체 질소를 이용하여 단면을 확보하고, 홀더

측면에 탄소 테이프를 이용하여 붙였다. 주사전자현미경 (INSPECT

F50, FEI, 미국)을 통해 강화복합막의 단면 상태 및 평균 두께를 전

자빔 15 kV 세기로 6000배 배율로 표준모드 상태에서 관찰하였다.

2-3-2. 수은 공극률 측정법

강화복합막 공극의 크기 및 공극률을 확인하기 위해서 5 cm × 5 cm

면적으로 가공한 뒤, 수은 공극률 측정법을 이용하여 공극 크기 분

포를 확인하였다.

2-4. 미세구조 확인

2-4-1. 투과전자현미경

강화복합막을 에폭시로 밀봉한 뒤, 진공상태에서 다이아몬드 절

단기를 이용해서 강화복합막의 단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편을 가

공하였다. 그 후 투과전자현미경의 Scanning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STEM)모드를 통해서 PFSA 용액과 PTFE 필름 사이

의 계면에 분포하는 황산기의 상태를 200 kV세기로 5000-7100 배

배율로 확인하였다. 

2-4-2. X-선 회절분석법

강화복합막의 결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X-선 회절분석법(Dmax

2500/PC, Rigaku, 일본)을 활용되었다. 회절각은 2°에서 20° 사이를

측정하였다. 

2-5. 기계적 물성 조사

직사각형 형태의 강화복합막을 인장시험기(00-503E, QC tech,

한국)에 고정한 후 상온에서 10 mm/min의 속도로 잡아당기면서

항복강도 및 극한강도를 측정하였다. 

2-6. 전기 화학적 분석

막-전극접합체는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준비되었다. 촉매 슬러리

(Slurry)를 활성면적 5 cm2 기준으로 19.48 mg의 Pt/C 46.2 wt%,

146.4 mg의 나피온 레진 용액(Nafion Resin Solution, 시그마 알드

리치, 미국), 4.5 ml의 이소프로판올(Honeywell, 독일)을 20 ml 바

이알에 넣은 다음, 초음파 분산기에 30분간 분산시켰다. 분산된 슬

러리는 스프레이건(GP-2, FUSO SEIKI, 일본)을 활용하여 강화복

합막에 Pt 양이 각각 0.2 mg/cm2 (연료극), 0.4 mg/cm2 (공기극)가

되도록 도포하였다. 도포된 강화복합막은 기체확산층(Gas diffusion

layer, GDL)은 39BC (SGL, 독일)를 사용하였고, 막-전극 접합체를

제작하였다. 제작된 막-전극 접합체는 80 oC에서 Table 2와 같은 운

전 조건 하에서 측정되었다. 단위 전지 체결 후 전류-전압곡선을 측

Fig. 1. Fabrication procedure of reinforced composite membranes: (a) Fixation of the porous PTFE Film on the substrate, (b) Impregnation

of ionomer solution onto the bottom layer by using a blade and a PTFE bar (c) Impregnation of ionomer solution onto the top layer

using a blade, and (d) Drying and annealing at the o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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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바이오로직(Biologic, HCP-803, Won A tech, 한국)을 이용해서

수소 기체 투과도, 오믹(Ohmic) 저항, 물질 전달(Mass transport) 저항

값을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토론

주사전자현미경을 통한 측정 결과는 Fig. 2에 나타내었다. 강화

복합막의 단면 형상은PTFE 필름을 PFSA용액이 위 아래로 함침된

형태로 3층막(3-layer)이 형성됨을 확인하였으며, 제작된 강화복합

막의 두께는 사용된 PFSA함량에 따라 조절이 가능하며 본 연구조

건에서는 약 12-13 µm으로 측정되었다. 기존에 용액 코팅공정을

활용하여 순수막을 제조할 때에는 두께가 용매의 상관없이 비슷한

현상이 보고되었는데[10,11], 본 실험에서 제작된 강화복합막 제조

에서 막두께 양상 역시 용매의 종류에 따라 비슷한 두께양상이 관

찰되었다. 

Fig. 2. (a-d) SEM images of PFSA/PTFE Composite membranes made from various solvents. (a) DMAc, (b) DMF, (c) 1-Propanol + Water, (d)

Ethanol + Water.

Fig. 3. Mercury porosity pore volume for composite membranes

obtained from various polar solvents.

Table 2. Operating conditions of fuel cells using PTFE/PFSA composite membranes

I-V Curves EIS LSV

Temperature 80 oC

Relative Humidity 50% 50% 100%

Flow Rate H
2
/Air 200/600 Sccm H

2
/Air 200/600 Sccm N

2
/Air 200/600 Sccm

Pressure 1.8 bar 1.8 bar 1.0 bar

Voltage - 0.6 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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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공극률 측정법을 활용하여 강화복합막내 공극률을 측정한

결과(Fig. 3), 고분자 분산용매에 따라 공극률 분포가 달라짐을 확

인할 수 있었다. 그 중 1-프로판올 수용액을 활용한 막이 가장 평균

공극이 작은 분포를 보였고, 전체 공극률이 21.56%로 가장 낮은 반

면, DMF로 만든 강화복합막은 보다 큰 분포를 보이고 있었으며,

공극률도 35.80%로 가장 높았다. 이 결과는 단일 성분으로 이루어

져있어 공극이 발생하지 않는 순수막과 달리, PTFE 필름을 추가로

사용하는 강화복합막은 PFSA 를 분산시킨 용매에 따른 PTFE 필

름간의 표면장력 혹은 젖음과 건조 후 용질의 분포 양상에 변화를

주어 최종 내부 함침 및 막의 조밀도에 영향을 준 것으로 사료된다.

강화복합막내의 이온 클러스터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투과전자

현미경의 STEM 모드를 통해서 측정하였고, 그 결과는 Fig. 4에서

나타내었다. STEM 모드에서 가장 밝게 보이는 부분은 Energy

dispersive spectroscopy (EDS)로 맵핑하였을 때, 황산기로 확인되

었으며 분포 형태는 Fig. 4 우측에 나타내었다. 앞서 공극률이 비교

적 작았던 DMAc와 1-프로판올 수용액으로 만든 강화복합막은 황

산기가 PFSA막과PTFE 필름 안쪽에도 균일하게 분포됨이 확인되

었다. 하지만 공극률이 가장 컸었던 DMF로 만든 강화복합막은 황

산기가 PFSA막과 PTFE필름의 계면에 응집된 것이 확인되었다. 결

론적으로 용액 코팅공정에서 강화복합막 제조는 용매의 변화에 따

라 외부적으로는 유사한 3층막 구조가 관찰되었으나, 내부 구조적

으로 막의 조밀도 및 함침의 균일도에 다른 양상이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X-선 회절분석법을 활용하여 용매에 따른 강화복합막의 주쇄 구

조를 측정한 결과는 Fig. 5에 나타내었다. PFSA주쇄의 결정질은

대략 17-18°에서 회절 피크가 형성이 되며, 비결정질은15-16°에서

피크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6,17]. PFSA막의 주쇄 구조는

PFSA의 용해도 계수가 용매의 용해도 계수와 비슷할수록 PFSA막의

결정질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18], 본 실험의 경

우 용매와 관계없이 peak이 관찰되는 각도가 거의 비슷함을 확인이

되었다. 실험에서 사용한 PFSA인 3 M 725는 나피온과 비교하여

당량 중량(Equivalent weight, EW)이 낮은 물질이기 때문에 낮은

열처리 조건에서는 결정성에 영향을 주기 어려워 측정에서 나온 대

부분의 결정성 피크는 주로 PTFE 필름의 구조에 의한 것으로 여겨

진다[19]. 

강화복합막의 기계적 물성을 측정한 결과는 Fig. 6에 나타내었다.

인장강도 시험 시 순수 PFSA막은 대부분 연성재료와 비슷한 거동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는데[18], 본 실험에서는 1-프로판올 수용

액, 에탄올 수용액, DMAc를 사용하여 제작한 강화복합막도 순수

막과 비슷하게 연성재료와 비슷한 거동을 보였다. 이 3개의 막을

Fig. 4. (a-c) TEM images and STEM images of PFSA/PTFE com-

posite membranes made from various solvents. (a) DMAc,

(b) DMF (c) 1-Propanol + Water.

Fig. 5. X-ray diffraction patterns for composite membranes obtained

from various polar solvents.

Fig. 6. Mechanical properties of PFSA/PTFE composite membra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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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할 시 항복강도 및 극한강도가 DMAc, 에탄올 수용액, 1-프로

판올 수용액 순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용매 종류에 따

라 강화복합막내의 공극률의 증가와 반대로 나타나는 경향을 보여,

결국 공극률이 증가할수록 기계적 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여겨진

다. 공극률이 매우 높았던 DMF로 사용한 강화복합막의 경우, 다른

3개의 막과 다르게 상대적으로 취성재료의 거동을 보이면서, 적은

변형에도 빠르게 네킹 (Necking)현상을 보였다. 재료가 변형될 시

에는 극한강도를 지나게 되면 미세균열이 발생하고 균열이 전파되

면서 큰 균열로 성장하면서 재료가 파괴되는데, 앞서 DMF로 제작

된 강화복합막은 다른 용액으로 제작된 강화복합막들에 비해 훨씬

높은 공극률 및 큰 공극을 가지고 있었기에 큰 공극들이 미세균열

역할을 하여 막이 빠르게 파괴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실제 PEMFC단위전지 소자에서 성능 평가를 진행하였

으며, RH 50% 가습조건에서 1.8 bar가압상태에서 전류-전압곡선을

측정하였다(Fig. 7a) 본 실험에서는 1-프로판올 수용액, 에탄올 수

용액, DMF, DMAc 용액과 PFSA의 용해도 계수 차이는 각각 0.05

0.53, 4.25, 5.65 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PEMFC 측정결과

최대전력밀도는 1-프로판올 수용액이 1.14 W/cm2으로 가장 높았

고, DMAc 가 0.939 W/cm2으로 가장 낮은 성능을 보여, 용해도 계

수 차이가 클수록 최대전류밀도가 감소 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전기화학저항분광법 측정결과에 따르면(Fig. 7c) 오믹저항(Ohmic

resistance)은 공극률이 가장 높았던 DMF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

강화복합막내의 공극이 많아질수록 오믹저항이 커지는 것을 확인

하였다. 그러나 PEMFC의 성능의 경우 공극률의 경향과는 다르게

PFSA와 분산용액의 용해도 계수 차이가 적을수록 성능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강화복합막 제조시 용매의 종류에 따라 공극

률이 변화하여 성능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용매의 종류에 따라 강

화복합막내의 PFSA의 황산기 이온 결합체의 크기와 정렬도에 미

치는 영향이 성능에 더욱 중요한 부분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PFSA

전해질막의 경우 제조시 사용된 용매와 PFSA간의 용해도계수의

차이가 작을수록 황산기 이온 결합체의 정렬도가 증가하여 막 성능이

증가하는 보고된 사례가 있는데[10,11] 이와 마찬가지로 본 강화복

합막 평가에서도 동일한 경향을 보여, 용매의 종류에 따라 황산기

이온 결합체에 주는 영향이 주요한 성능인자인 것으로 여겨진다.

수소 투과도는 PEMFC 성능 경향성과는 다르게 1-프로판올,

DMAc, 에탄올, DMF순으로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였다(Fig. 7b) 일

반적으로 순수 PFSA막의 수소 기체 투과도는 PFSA 분산용매와

막 두께에 동시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0]. 에탄올 수

용액을 사용한 강화복합막은 앞서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관찰했을

때 다른 막보다 두께가 1-2 µm 얇은 두께를 보이고 있었는데, 이로

인해 PFSA와의 용해도 계수차이가 DMAc용매보다 더 작음에도

불구하고 얇은 두께로 인해 조금 더 높은 수소 기체 투과도를 보였

다. 이를 제외하고는 PFSA와 용매와의 용해도 계수차이가 증가할

수록 수소 기체 투과도가 증가하는 경향성을 나타내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용액공정을 통한 강화복합막 제조시 사용되는

PFSA 용매에 따라 다공성 PTFE 필름에 함침되는 정도를 확인하고,

전해질막의 물성 및 PEMFC내에서의 전기화학적 특성에 대한 영

향을 확인하였다. PFSA 이오노머를 분산시키기 위한 용매로 DMAc,

DMF, 1-프로판올 수용액, 에탄올 수용액 등을 선정하여 PFSA/

PTFE 강화복합막을 제조하였으며 제조된 막은 10-13 µm의 두께를

가진 3층막의 형태를 보였다. DMF를 용매로 활용한 강화복합막의

경우, 다른 용매를 사용하여 제조한 막과 비교하였을 경우, 높은 공

극률을 보였고, STEM 모드를 통해 확인한 이미지도 황산기가 고

루 분포되어 있지 않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렇게 DMF로 만든 강화

막은 많은 공극으로 인해서 기계적 물성이 달라지고 및 수소 기체

투과도가 높아지는 등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대로 공

극률이 작을수록 용매의 영향이 기계적 물성 및 전기화학적 특성이

더 크게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에 1-프로판올 수용액을

활용한 강화막이 다른 막보다 기계적 물성이 우수하고 최대전류밀

Fig. 7. Electrochemical performance of PEMFC using composite

membranes obtained from different solvents. (a) I-V curves

and power densities of cells (b) LSV result of cells mea-

sured at RH 100% (c) EIS result of cells measured at 0.60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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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가장 좋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강화복합막 제조과

정에서 기계적 물성이나 PEMFC성능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에 대

한 용매의 효과를 보여주며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 경제성, 높은 성

능 및 내구성을 모두 갖춘 강화복합막 개발시 중요 변수로 고려해

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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