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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해 태양광, 풍력, 연료

전지 등 신재생에너지가 각광을 받으면서 실용 보

급이 진행되고 있다. 재생에너지는 입지환경이나 

자연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출력 변동이 심

하여 연속적 공급이 불가능하고 에너지 생산시점

과 수요시점의 시간차가 발생하게 되어 에너지 저

장 시스템이 중요하게 대두된다. 특히 도서산간 지

역의 독립 전원 공급을 위한 중소규모의 전력저장

시스템(ESS) 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생산된 전력 에너지를 저장하여 필요할 때 공급함

으로써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재생에너지 활용도 제

고와 전력공급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핵심 기술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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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제고를 위해,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 풍력 등 신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도가 급증하고 있으나 신

재생에너지는 자연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

에 출력변동이 심하여 연속적, 안정적 공급이 불가

능하고 에너지 생산시점과 수요시점의 시간차가 

발생하여 전력저장 시스템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원에서 발생되는 전력

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출력 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도서산간 지역의 중소규모 전력계통연계가 

가능한 전력 저장 장치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군사용 및 산업용 드론의 수요가 급격히 

팽창하면서 무인항공기의 실용화를 위한 핵심기

술로 체류 시간 증대를 위한 독립 전원장치 기술 

개발의 중요성이 크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각종 

에너지 저장장치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독립전원용 전력 저장 장치로는 Na-S전지, Li-S전

지, 리튬 전지, 고효율 커패시터, 레독스흐름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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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수소에너지는 차세대 에너지원으로써 지구온난화의 방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기술이다. 에너지안보가

중요해지는 시기에 수소를 이용한 에너지기술의 확보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의 에너지특성상 중요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태양광 및 풍력과 연계시킬 수 있는 기술로서 재생에너지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기술은 연료전지의 일종인 일체형 재생 연료전지(Unitized Regenerative Fuel
cell, URFC)로써 시스템의 구성과 핵심소재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URFC는 전기를 생산하는 연료전지 모드와 수소를

생산하는 수전해 모드 양방향의 구동이 가능하다. URFC는 매우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에너지 저장장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URFC는 90 ℃ 이하의 저온작동형으로서 시스템의 설계 및 운전이 어렵지 않고, 다양한 용량으로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형화가 용이하여 대규모 에너지 저장에 적합한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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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ox Flow Battery, RFB) 및 일체형가역연료전

지(Unitized Regenerative Fuel Cell, URFC) 등의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특히, 그중 URFC 기술은 

물을 매개로 하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으로써 타 

기술에 비해 보다 청정성이 높은 에너지 저장시스

템이고, 반영구작동이 가능하여 항공기의 체류 시

간을 현격히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에너지밀도가 

높아 시스템을 콤팩트하게 구성이 가능하다. 그러

므로 현재 구현 가능한 전력 저장 장치의 궁극적

인 문제 해결을 위한 미래기술로써 URFC 기술 개

발이 절실히 요구된다. 

2. URFC의 원리와 특징

물을 매개로 하여 청정에너지인 수소의 활용을 

주된 원리라고 할 수 있는 일체형 가역연료전지

(URFC)는 현재 대두되고 있는 에너지 및 환경문

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에너지 저장 장치로써 

최근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URFC는 반영구작동이 가능하여 항공기의 체류 

시간을 현격히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에너지밀도가 

높아 콤팩트한 시스템 구성이 가능하여 현재 구현 

가능한 전력 저장 장치의 궁극적인 문제 해결을 위

한 미래 기술로 URFC 기술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

다. 통상적으로 URFC는 연료전지모드와 수전해모

드를 동시에 운용하며 이로 인해 실현 가능한 에너

지 밀도는 Lawrence Livermore National Laboratory 

(LLNL)에서 400~800 Wh/kg으로 보고하고 있다

[1-3]. 또한, URFC는 이차전지와 유사하게 가역적 

전기화학적인 도구로써 연료전지 모드에서는 수

소와 산소로 인해 전기에너지와 열이 발생하며 반

대로 수전해 모드에서는 물 분해를 통해 수소와 

산소를 생성한다[4,5].

정리하면, URFC 시스템은 두 개의 개별 시스

템인 연료전지와 수전해장치를 하나의 시스템인 

URFC로 일체화한 시스템이다. 즉, 초기에 저장조

에 저장되어 있는 물이 URFC에 공급되어 외부에

서 전원을 공급하여 물의 전기 분해를 유도하여 

수소와 산소를 생성하고 생성된 수소와 산소는 탱

크에 저장한다. 연료전지모드에서는 기존 연료전

지 구동과 동일하며 수소와 산소의 산화, 환원 반

응을 통해 전기에너지를 생성하는 시스템이다. 반

대로, 수전해모드에서는 전기에너지를 공급하여 

연료전지 반응에서 부산물로 생성된 물을 전기분

해 시킴으로서 다시 수소와 산소를 발생시키고 이

를 저장하여 다시 연료전지모드에서 전기를 생성

시키는 시스템이다. 이때, 재생된 수소 및 산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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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국외 URFC 연구개발동향



기획특집: 차세대 에너지 저장장치

38  공업화학 전망, 제20권 제3호, 2017

연료전지에 재공급하여 전기에너지를 얻어내는 

기술이 바로 URFC 기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

다. 그 작동개념은 Figure 1에 설명되어 있다. 외

부에서 공급되는 전원은 태양전지, 풍력, 파력, 지

열 등의 재생 에너지와 연계한다면 훌륭한 에너지 

저장장치로 사용될 수 있다. 

URFC의 가장 큰 장점은 초기에 장착한 수소를 

재생하여 사용하므로 수소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 장주기 에너지 저장시스템으로 활

용성이 강하다. 또한 연료전지와 수전해를 하나의 

일체형 시스템으로 구성하기 때문에 전체 시스템 

효율을 콤팩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을 들 수 

있다. Figure 2에는 각종 에너지 저장장치의 에너

지밀도를 비교했는데 그중 URFC의 전체적인 에

너지밀도는 다른 여타 종류의 전기화학적 에너지 

저장장치들보다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수소 연료전지는 시스템 효율을 40%로 가정하였

으며, URFC의 에너지밀도는 일반적으로 경우 현

재 약 450 Wh/kg으로 제시하였다[6,7].

미국 NASA에서는 인공위성의 전력원으로 개

발 진행 중인 새로운 연구 분야인데 기존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 기술과 달리 연료전지 모드와 수

전해 모드로 통합 구성된 URFC 기술의 현재 성능 

수준은 에너지 전환 효율 기준으로 약 45% 전후

로 보고하고 있다[8-10]. 이는 매우 낮은 에너지변

환효율로서 URFC의 기술에 있어서 큰 장애가 되

고 있는데 이는 URFC용 전극의 낮은 성능 및 안

정성에 기인한다. 일반적으로는 연료전지용 전극

에서는 산소의 환원반응에 관여하는 촉매가 가장 

큰 영향을 준다. 반면 수전해 전극에서는 반대방

향의 반응인 산소의 발생반응에 이용되는 촉매의 

성능이 높아져야 하지만 양방향 모두를 만족시켜

야 하기 때문에 양방향 촉매의 개발이 절실히 요

구된다. 연료전지용 전극 촉매로 이용되는 백금촉

매는 산소 환원 반응 특성이 우수한 반면, 산소 발

생 반응 특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보고된다[11]. 이

를 보완하기 위해 PtIrO2 촉매가 일부 연구되었으

나 산소 발생 반응 특성은 우수하지만 산소 환원 

반응 특성이 백금 촉매보다 낮게 보고되었다. 결

과적으로 PtIrO2 촉매는 수전해 모드 성능은 우수

하였으나 연료전지모드에서의 성능은 높지 않다

고 볼 수 있다[12-18].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URFC에서 전극은 산소극 에서의 산소환원을 위

한 ORR (Oxygen Reduction Reaction) 반응과 산

소를 생성하는 OER (Oxygen Evolution Reaction) 

반응의 과전위가 높아, 이들의 round-trip energy 

conversion efficiency가 낮기 때문에 저항 감소를 

통한 에너지 효율 향상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리

출처 : Int. J Hyd. Energy, Vol. 41, May 2016, 15415-15424.

Figure 1. 일체형 가역연료전지(URFC) 작동 개념도.

출처 : Int. J Hyd. Energy, Vol. 39, No. 31, October 2014, 17765–
17778.

Figure 2. 일체형 가역연료전지(URFC) 단위전지의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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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관련 촉매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이 매우 

시급하다.

URFC의 성능 수준의 지표는 연료전지모드와 

수전해모드의 cycle 성능 특성으로 산출되며, 

round-trip energy conversion efficiency (RT)로 

설명되며,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17,18]:

RT 


× 

또한 연료전지와 수전해 모드의 싸이클 성능 특

성은 수십 시간 정도로 현재수준에서는 그리 높지

는 않다. 이는 전극의 낮은 성능 뿐 아니라 전반적

인 부품들의 내구성 저하에 기인하고 있다. URFC

용 분리판은 반응가스를 공급하고, 생성된 물을 

배출시키며, 전기화학적 반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자와 전하를 이동시키는 주요 역할 뿐 아니라, 

셀과 스택을 지지하고 열의 배출이 용이해야 한

다. 하지만, URFC는 작동 전압이 1.6 V 이상으로 

매우 높아 탄소 부식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으

며, 이런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고내식성, 고전기

전도성과 열전도성이 높으며, 기계적 강도가 우수

한 분리판의 기술 개발이 반드시 요구된다.

특히, 분리판 및 GDL 등의 탄소 소재 부품들은 

URFC의 수전해모드에서 높은 전압에서 부식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부식된 탄소소재들은 연료전

지모드에서 각종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

다. 즉, 탄소 담지 백금 촉매와 탄소 섬유를 기초

로 한 GDL 및 탄소 소재분리판 등과 같이 기본 

구성 재료가 탄소인 경우 이들 부품들은 상온에서

도 특정 전압 이상 조건에서는 물과 반응하여 CO2

를 발생시킴으로써 탄소 부식을 지속적으로 증가

시키는 경향이 있다. 특히 탄소소재의 분리판은 

수전해 모드에서의 탄소 부식발생이 매우 확률이 

높으며 이는 URFC시스템의 장기 성능 저하의 가

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19-22]. 부식되어진 

예는 Figure 3에 나타내었다. 

그리고 URFC는 연료전지 모드에서는 가습된 

수소와 산소를 사용하고 수전해 모드에서는 80 ℃ 

이상의 고온 물을 반응물로 사용하기 때문에 

MEA 내의 고분자 전해질 막은 심각한 수화와 탈

수의 사이클에 노출된다. 이 과정에서 고분자 전

해질막은 치수 변화가 심각하게 이루어지기 때문

에 전해질 막과 전극간의 박리가 유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전해질 막과 전극 간의 박리는 셀의 전

기적 화학적 저항을 크게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셀의 성능 및 장수명성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URFC 기술의 성패 여부는 크게 산소극의 

전극촉매, 분리판 및 GDL 등의 탄소계 부품, 그리

고 마지막으로 전해질막의 치수안정성 등의 인자

에 크게 의존한다고 볼 수 있다.

3. URFC 개발 현황

전 세계 수소연료전지 시장 규모 전망은 2030

년 1400억 달러 이상으로 자동차, 가정용 전원 공

급, 휴대용 등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널리 사용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중 일체형 가역연료전지 시장

은 휴대용 전자통신기기, 자동차, 소형 발전용 뿐 

아니라 첨단산업인 의료, 군사, 항공, 우주 산업 등

의 거의 모든 분야로의 적용되어 그 규모는 약 5

억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캠핑용/

요트용, 지게차용, 군사용, 우주산업용 등의 틈새

시장 개척으로 소규모 상용판매 중이며 수 kW급 

까지 다양한 응용분야로 기술을 확장하여 시장 확

대 및 상용화를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

출처 : Appl. Chem. Eng., Vol. 22, No. 2, April 2011, 125-132.

Figure 3. System efficiencies of various energy storage 

systems based on the total system we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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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근 레저용 클린전원, 하이브리드자동차, 로

봇 등 고부가가치 융합제품의 개발에 연구가 집중

되는 추세로서 URFC 시장은 2020년 총 16조 원 

중 17.3%인 약 2.7조 규모 시장으로 형성이 예상

된다고 일본의 후지경제는 예측하고 있다. 또한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도 최근 드론 기술 시장의 확대로 URFC 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점차 국가 예산의 비중을 높여

가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상용화보다는 연구

개발에 그 역량이 집중되어 있고 보다 많은 지원

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미국은 차세대 연료전지 기술로서 NASA의 고

궤도 및 저궤도 정찰용 인공위성의 주추진 전력원 

개발을 위하여 태양광을 이용한 수전해와 연료전

지와의 일체화된 재생 연료전지 구동 가능성 연구

가 최근 활발히 연구 진행 중에 있다. 특히 NASA

는 LLNL, USC, Giner Energy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차세대 연료전지 기술로서 URFC 개발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관련 연구에서 PtIr 촉매

의 ORR/OER 특성, URFC의 혹독한 구동 환경에

서 내식성이 우수한 분리판의 개발 등 URFC 연구 

분야 전체를 이끌고 있다.

한편 일본은 AIST에서 인공위성 탑재를 위한 

URFC의 전극 특성 연구를 진행하여 논문 발표한 

예가 있다[9,23]. 관련 연구에서 Pt-IrO2 촉매의 특

성, 박막 전극 제조 가능성 및 URFC 기술의 에너

지 전환 효율에 대한 기술 평가가 이루어졌고 이

는 URFC 연구의 기초 데이터로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은 대련 연구소에서 인공위성 및 우주항공

체 탑재를 위한 URFC의 분리판에 관한 논문 발표

가 있었다[23,24]. 관련 연구에서는 타이타늄 플레

이트에 표면 개질을 통해 내구성이 우수한 분리판

의 제조 기술의 확보를 발표했다.

4. 맺음말 

URFC는 양방향 연료전지로서 에너지 저장기

술 및 생산을 위한 중요한 전기화학 분야 중 하나

로써 수소에너지를 사용하는 온실가스 저감기술

로서 지구온난화 방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유

망기술이다. 에너지자립도가 매우 낮은 우리나라

의 여건상 URFC기술의 발달을 통하여 국가적인 

에너지안보와도 직결되는 중요한 기술로 인식되

고 있다. 풍력과 태양광으로 대표되는 재생에너지

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도서산간 지역의 독립 전

원 공급을 위한 중소규모의 전력저장시스템(ESS) 

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전력저장시

스템은 생산된 전력 에너지를 저장하여 필요할 때 

공급함으로써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신재생에너지 

활용도 제고와 전력공급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핵

심 기술이다. 특히, 상기에서 신재생 에너지 활용

도 제고를 위해,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도가 급증하고 있으나 

신재생 에너지는 자연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

문에 출력변동이 심하여 연속적,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하고 에너지 생산시점과 수요시점의 시간

차가 발생하여 전력저장 시스템이 중요하게 부각

되고 있다.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원에서 발생되는 

전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출력 변동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도서산간 지역의 중소규모 전력계통

연계가 가능한 전력 저장 장치의 개발이 필수적이

다. 즉, 입지환경이나 자연조건에 무관한 에너지 

출처 : J. Power Sources, 194, 972 (2009).

Figure 4. 수전해모드 운전 후의 URFC분리판의 표면부식

(at 2.0 V for 1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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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관련 연구의 가장 큰 

이슈일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매우 유력한 에너

지 저장 시스템으로 유망한 기술인 URFC의 원리

와 특징 및 개발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수소

를 이용하는 청정에너지원으로써 현재는 선진국

에 비하여 뒤떨어지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나, 

향 후 URFC의 성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URFC는 아직까지는 국내의 연구기반이 취약하므

로 기술개발의 저변확대와 연구활성화를 위해 정

부차원에서의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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