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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연료전지는 에너지 변환 효율이 높으며, 반응 결과물로 전기에너지와 물만이 생성되므로 친환경 무공해 에
너지 변환장치로서 그 가치가 높다. 연료전지는 전해질에 따라 여러 종류로 구분되며, 그중에서도 고분자를 전해질로
사용하는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는 저온 운전 및 빠른 시동이 가능하므로 특히 자동차나 휴대용 전원 공급장치로
각광받고 있다. 본 논고에서는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를 이루는 구성요소들을 간략히 소개하고 연료전지의 실질적
반응 장소인 삼상계면에 대해 알아본 후 백금 기반의 촉매와 관련된 연료전지 단위 전지 및 스택의 성능향상에 대하
여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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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연료전지는 연료를 공급하여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 변환 장치이다[1,2].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자동차의 내연기관에서는 고온/고압 조건
에서 연료를 연소시켜 화학에너지가 열에너지와
운동에너지를 거쳐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되지만,
연료전지는 연료(수소)를 연소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화학반응을 통해 바로 전기 에너지로 변환된
다. 따라서 내연기관에 비해 효율이 높고 연소에
의한 진동 및 소음이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다. 이
러한 연료전지는 적용되는 전해질의 종류에 따라
고분자 전해질(Polymer Electrolyte Membrane
(PEM)), 알칼리성 전해질(Alkaline (AFC)), 인산
(Phosphoric Acid (PAFC)), 용융 탄산염(Molten
Carbonate (MCFC)) 및 고체 산화물(Solid Oxide
저자 (E-mail: yhun00@kangwon.ac.kr)

(SOFC)) 등으로 나뉘어지며, 각 연료전지별 특징
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이 중에서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는 낮은 작동
온도와 빠른 시동 특성을 가지므로 특히 자동차
(운송용) 동력, 분산형 전원, 휴대용 전원, 보조 전
원 등과 같은 분야에 응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다[4].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에서의 전기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전극반응은 다음과 같다. (i) 산화
전극(anode)에서 수소가스(H2)가 산화하여 2개의
수소 이온(protons)과 전자를 발생시키고, (ii) 환원
전극(cathode)에서 산소가스(O2)가 산화 전극에서
발생한 전자 및 수소 이온과 반응하여, (iii) 최종
적으로 물(H2O)이 생성되는 간단한 반응이다[1].
나아가, 대기 중에는 산소가 풍부하기 때문에 연
료 전지는 수소가스, 메탄올, 에탄올 및 포름산 등
의 수소 공급원이 무한적으로 있다면 사실상 무한
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 변환 장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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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연료전지 종류에 따른 대표적 특징[3]
Fuel Cell
Type

Common
Electrolyte

Polymer
Electrolyte Perfluorosulfonic
acid
Membrane
(PEM)

Alkaline
(AFC)

Aqueous
potassium
hydroxide soaked
in a porous
matrix, or
alkaline polymer
membrane

Phosphoric acid
soaked in a
Phosphoric
porous matrix or
Acid
imbibed in a
(PAFC)
polymer
membrane

Molten
Carbonate
(MCFC)

Molten lithium,
sodium, and/or
potassium
carbonates,
soaked in a
porous matrix

Operating
Temperature

< 120 ℃

Typical Stack
Size

1-100 kW

150-200 ℃

5-400 kW,
100 kW module
(liquid PAFC);
< 10 kW
(polymer
membrane)

Solid Oxide Yttria stabilized
500-1,000 ℃
(SOFC)
zirconia

Applications

Backup power;
60% direct Portable power;
Distributed
H2;
generation;
40%
< 1 kW-100 kW
reformed Transportation;
Specialty
fuel
vehicles

< 100 ℃

600-700 ℃

Electrical
Efficiency
(LHV)

300 kW-3 MW,
300 kW module

1 kW-2 MW

60%

40%

Advantages

Challenges

Solid electrolyte
reduces corrosion
and electrolyte
Expensive
management
catalysts
problems; Low
Sensitive to fuel
temperature;
impurities
Quick start-up
and load
following

Sensitive to CO2
Wider range of
in fuel and air;
stable materials
Electrolyte
Military
allows lower cost
management
Space
components;
(aqueous);
Backup power
Low
Electrolyte
Transportation
temperature;
conductivity
Quick start-up
(polymer)

Distributed
generation

Expensive
Suitable for
CHP; Increased catalysts; Long
tolerance to fuel start-up time;
Sulfur sensitivity
impurities

50%

High temperature
High efficiency; corrosion and
Electric utility Fuel flexibility; breakdown of
cell components;
Suitable for
Distributed
generation CHP; Hybrid/gas Long start-up
turbine cycle time; Low power
density

60%

High temperature
High efficiency; corrosion and
Auxiliary
Fuel flexibility; breakdown of
power
Solid electrolyte; cell components;
Electric utility
Long start-up
Suitable for
Distributed
CHP; Hybrid/gas time; Limited
generation
number of
turbine cycle
shutdowns

*출처: https://www.energy.gov/eere/fuelcells/comparison-fuel-cell-technologies.

고 할 수 있다[5]. 또한 연료전지의 반응 생성물은
물이기 때문에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 자체 기술
만으로는 이산화탄소, NOx, SOx와 같은 온실 가스
배출이 전혀 없다[6].
고분자 전해질은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는 환
경에서 높은 이온 전도도를 유지할 수 있는 특성
때문에, 가습 된 연료의 공급이 필요하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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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끓는점보다 높은 온도에서는 고분자 전해질
의 건조 현상이 발생하므로, 이온 전도도를 유지
할 수 없어, 결국 연료 전지의 성능이 감소한다.
따라서 고온(100 ℃)에서 셀을 작동하는 것이 제
한되므로 니켈(Ni) 등과 같은 상대적으로 저가의
금속 촉매를 쓸 수 없다. 그러므로 낮은 온도에서
도 반응 가스의 산화 및 환원이 이루어지는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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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Chemical Reviews, 104, 4535-4586 (2004).

Figure 2. Chemical structure of Nafion®.
*출처: Fuel Cells, 17, 652-661 (2017).

Figure 1. Typical components of the PEMFC.

화학 반응이 용이하도록 백금(Pt), 팔라듐(Pd), 금
(Au) 등의 귀금속 촉매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하
다고 여겨졌고, 따라서 다양한 촉매들이 백금을
기반으로 하여 연구개발 되어왔다.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는 기본적으로 수소 이
온(양성자, proton) 전도가 가능한 고분자 전해질
막(membrane), 전극(수소 산화 촉매, 산소 환원 촉
매), 기체 확산 층(gas diffusion layer; GDL), 유로
(flow field)를 포함하는 분리판(bipolar plate)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구성 요소들의 간단한
모식도를 Figure 1에 나타내었다. 이처럼 막 전극
접합체(membrane electrode assembly; MEA)를
이루는 각각의 구성 요소들은 성분별로 다양한 연
구개발을 통하여 주어진 기능 향상과 고유의 특성
증진을 통해 연료전지 성능과 내구성 개선을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고분자 전해질 막은 (i) 산화 전극에서 생성된
수소 이온들을 환원 전극으로 전달하고, (ii) 산화
전극과 환원 전극을 전기적으로 분리하며, (iii) 가
스 크로스 오버의 억제 등의 역할을 한다[7]. 이러
한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
중이며, 현재 상업적으로 가장 널리 쓰이며 성능
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진 고분자 막은 듀폰사(Du
Pont)에서 제조 및 판매하는 연료전지용 고분자
막인 Nafion®이다. Nafion®의 구조는 Figure 2와 같
으며, 이는 테플론(Teflon, Polytetrafluoroethylene;
PTFE)과 구조가 비슷하지만, 곁사슬(side chain)
에 에테르(ether), CF2 및 황산기(sulfuric acid

group)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차이점이다[8,9].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에서 일어나는 전기화
학 반응인 수소의 산화 반응(hydrogen oxidation
reaction; HOR)과 산소의 환원 반응(oxygen reduction reaction; ORR)에서 가장 활성이 높은 촉
매는 현재까지 두 반응 모두 백금 또는 백금 합금
촉매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10]. 그러나 산소 환원
반응은 수소 산화 반응 보다 복잡하고 느리기 때
문에 산소 환원 반응이 연료전지의 전체 성능을
좌우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연구
그룹에서는 주로 산소 환원을 촉진 시키기 위한
촉매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11]. 고가인 백금
의 사용은 연료 전지의 상업화를 방해하는 요소
중 하나이므로 백금의 사용량 감소를 위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금속을 나노 크기의 다
공성 탄소체에 담지 및 분산시켜 금속 촉매의 사
용량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12]. 하지만, 여전히
백금은 고가이므로 그 사용량을 더욱 줄이거나 다
른 금속으로 대체하는 등 연료전지의 산소 환원
반응의 활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종류의 촉매
개발이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
한편으로 수소 이온 전도가 가능한 고분자인 아
이오노머(ionomer)를 촉매 층 내부에 함침시킴으
로써 연료 전지의 성능이 더욱 향상되었다[13]. 고
분자 전해질과 화학적 구조가 같거나 유사한 아이
오노머를 용매에 분산시키고 촉매와 혼합하여 전
극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아이오노머가 촉매 층을
얇게 도포하게 된다. 또한 전극 제조 과정에서 아
이오노머는 촉매 층이 서로 분리되지 않도록 유지
하는 접착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바인더(bi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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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도 불린다. 아이오노머의 사용 및 함침 기법
적용은 촉매 층의 깊은 내부로 수소 이온의 이동
을 가능하게 하여 촉매의 이용을 증가시킴으로써
연료전지의 성능을 크게 증가시켰다[14]. 이러한
아이오노머는 전 단락에서 서술된 고형의 Nafion®
막을 물, 지방족 알코올 및 이소프로판올(IPA) 등이
혼합된 용매에 분산시킨 형태가 주로 사용된다.
분리판(bipolar plate)은 연료 전지 스택에서 산
화 전극과 환원 전극을 전기적으로 연결하고, 기
계적/물리적으로 연료전지를 지탱하는 지지체 역
할을 하며, 반응 가스의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유
동장(flow field) 역할을 한다[15]. 그러므로 분리
판을 구성하는 물질은 우수한 전기 전도성과 뛰어
난 기계적 강도를 모두 가져야 하며, 동시에 산성
환경에서 화학적 내부식성을 가져야 하는데, 이는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의 구동 환경이 생성물과
가습기의 물 및 반응물인 수소이온 등으로 인하여
강산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16]. 또한, 연료전지
에 사용되는 연료는 기본적으로 가스 또는 액상이
므로 분리판을 물리적으로 가공하여 유체의 반응
시간 및 반응 면적을 넓히고 고효율로 연료를 소비
할 수 있도록 유체의 흐름을 효과적으로 유도하여
연료전지의 성능을 극대화하여야 한다.
기체 확산 층은 분리판의 유로에서 공급받은 유
체를 전극 내부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한다. 높은
기공도를 갖는 탄소 직물, 또는 탄소 섬유에, 테플
론 처리를 통해 소수성을 띠도록 하여, 생성물인
액체 상태의 물 배출이 용이하도록 설계된다. 또
한 한쪽 면에는 미세 기공 층(microporous layer;
MPL)을 코팅하여 단계적 기공 구조를 가지도록
하여 성능을 증가시킨다. 이러한 기체 확산 층의
요구조건으로는 높은 반응물(수소/산소) 투과도,
생성물(H2O) 투과도, 전기 전도성, 열 전도성, 기
계적 강도 등이라 할 수 있다[17]. 따라서 이 같은
특성을 모두 가지면서도 뛰어난 성능을 갖기 위해
서 컴퓨터 모델링 기반의 유체해석 연구를 통해
물리적/화학적으로 안정성이 높은 물질 개발이 진
행 중에 있다.
본 논고에서는 연료전지를 구성하고 있는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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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중 막 전극 접합체를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하
며, 특히 백금 기반의 촉매와 그 반응에 대해서 설
명하고자 한다. 막 전극 접합체는 연료전지에서
실제로 전기화학 반응이 이루어지는 핵심 부품이
며, 고가의 소재를 사용하여 제작하므로 연료전지
의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각 구성요소의
성능 향상 및 가격 절감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따
라서 연료전지의 성능향상을 위해서는 우선 막 전
극 접합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2. 삼상계면
삼상계면(triple phase boundary; TPB)은 전해
질, 전극 및 반응가스(수소/산소)의 세 가지 다른
상이 상호 접촉하는 영역을 일컬으며, 연료전지
분야에서 특히 중요한 개념이다[18]. 연료전지의
전기화학 반응은 이 세 가지 상이 모두 있을 경우
에만 가능하므로 삼상계면은 실질적인 전기화학
반응 장소라고도 할 수 있다. Figure 3(a)은 수소의
산화를 예로 간략히 도식한 것으로, 연료전지 산화
전극 백금 촉매 표면에서는 수소 가스가 촉매와 만
나서 수소 이온과 전자로 나뉘게 된다. 이때 생성
된 수소 이온의 이동을 위해서는 앞서 서론에서
언급한 수소 이온의 전도가 가능한 고분자인 아이
오노머가 매개체로 필요하다. 또한 생성된 전자는
전기 전도성이 낮은 (혹은 거의 없는) 아이오노머
로는 이동하지 못하므로, 백금이 담지되어 있는
다공성 탄소 담지체를 이용하여 이동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연료전지용 촉매 담지체는 높은 전기
전도도, 금속 촉매와의 강한 상호작용, 넓은 비표
면적, 다공성 구조 및 연료전지 운전조건에서의
높은 부식 저항성을 필요로 한다[19]. 한편, 각각
의 수소이온과 전자는 Figure 3(b)에 나타낸 바와
같이 환원 전극으로 이동한다. 수소 이온은 아이
오노머와 고분자 막을 통해 연료전지 환원 전극에
도착하며, 탄소 담지체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전자
는 외부회로를 통해 마찬가지로 연료전지 환원 전
극에 도달한다. 이처럼 수소 이온과 전자는 각각
아이오노머와 탄소 담지체를 매개로 환원 전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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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금 촉매로 이동하여 산소와 만나 산소 환원 반응
을 하고, 결과물로 물을 생성함으로써 전체 전기화
학 반응을 완성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삼상계면은 실질적인
연료전지의 전기화학 반응이 장소이기 때문에 전
극 제작 과정에서 많이 형성될수록(즉, 삼상계면
의 밀도가 높을수록), 연료전지의 성능이 증가한
다. 따라서 반응 가스의 흐름이 일정하다고 가정
했을 때, 동일한 촉매를 사용한다면 아이오노머
함량의 조절을 통한 삼상 계면의 최적화는 각각의
개별 촉매 시스템에서 성능 최적화를 위해 특히
중요한 부분이다. 아이오노머가 과량일 경우, 외부
로 노출된 백금 표면을 완전히 덮기 때문에 촉매
표면의 활성 부위(즉, 반응 가스가 접촉하는 곳)가
차단되어 전자 전달 또한 감소하며, 곁사슬의 친
수성 기능기(황산기 등)로 인해 환원 전극에서 생
성된 물이 원활히 배출되지 못하므로 반응 가스의
확산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상의 현상들
은 전극 내부의 오믹 저항과 물질 전달 저항 증가
의 원인이 되므로, 결과적으로 셀 성능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반대로 아이오노머의 양이 너무
적게 되면, 수소 이온의 수송 경로가 줄어들어 반
응 중에 생성된 수소이온(양성자)이 효과적으로
환원 전극 촉매에 도달하지 못하므로 활성화 분극
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결국 연료전지 성능
이 감소한다. 이 뿐만 아니라 촉매 담지체 종류,
촉매에서 백금의 로딩, 백금 기반의 합금 촉매, 금
속 촉매의 구조 변형 등과 같이 연료전지 전기화
학 촉매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이 변경될 경우, 연료전지의
높은 성능을 충분히 발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
이오노머의 함량 조절을 통한 삼상계면의 최적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나아가 상대 습도 또는
주요 작동 전압 범위와 같은 연료전지 운전 환경
에 따라서도 최적의 삼상계면 형성 조건이 결정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연료전지 최고의 성능은 연
료 가스(수소 또는 산소)가 100% 상대습도로 가
습 된 경우에 달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는 가습 조건에서 Nafion®(막 및 아이오노머 모

(a)

(b)

Figure 3. Triple phase boundary.

두)에서 높은 수소 이온의 전도도가 유지되기 때
문이다[20]. 따라서 연료전지의 운전이 저습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높은 함량의 아이오노머 함
량이 연료전지 성능에 유리할 수 있다. 또한 Jeon
et al.[21]는 30 wt% 아이오노머 비율의 전극은
0.6 V에서 최고 성능을 나타냈고, 20 wt% 아이오
노머는 0.4 V에서 최고의 성능을 보였다고 보고하
였다. 이는 백금 촉매의 활용 및 가습 공기에서 산
소 가스의 물질 전달 요소가 결합된 효과로 인해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연료전지의 삼
상계면 함량에 대해 이해하고 그 특성을 파악하여
이를 최적화하는 과정은 연료전지 성능 향상의 필
수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보고에서 여러 가지 나노 구조의
촉매를 사용하여 연료 전지에서 삼상계면의 밀도
를 증가시키기 위한 연구들은 매우 성공적인 것으
로 입증되었고, 촉매의 재료 및 전도성 담지체 등
의 복합 소재를 개발하고 아이오노머 함량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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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통해 삼상계면의 양을 극적으로 증가시켜 성
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아가 삼상계면의 본질과 특성을 보다 명확하
게 묘사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삼상
계면의 개념이 단지 기술적(또는 엔지니어링) 관
점에서 상용화된 Nafion® 아이오노머의 함량 최
적화와 같은 단순 과정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
이 아니라, 오히려 연료전지 반응 및 아이오노머
를 통한 기체의 확산 등과 같은 복합적인 상호 작
용에 의존한다는 보고가 이를 입증한다[22]. 따라
서, Nafion® 아이오노머를 통해 수소 이온을 촉매
층 내부까지 확장하는 단순한 접근보다는, 전해질
고분자의 곁사슬을 짧게 줄여 수소 이온의 이동을
빠르게 하거나, 곁사슬의 반복 횟수(화학당량,
equivalent weight; EW) 조절을 통해 아이오노머
자체의 특성을 이해하고 뛰어난 성능을 가진 물질
을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고분자의 기체 투과도 조절을 통해 실제로 아이오
노머가 백금 표면을 완전히 덮더라도 기체의 흐름
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 삼상계면의 발달에는 긍정
적인 영향을 주는 아이오노머 연구들이 진행 중에
있다.

3. 백금 기반의 산소 환원 반응 전기화학촉매
백금은 단일 금속으로는 가장 높은 HER과 ORR
활성을 가진 물질로써, HER[23] 및 ORR[24] 화산
도표(volcano plot)들에서도 정점에 가장 가까운 원
소이다. 최초로 연료전지의 존재를 구상한 William
Grove 경도 백금 덩어리를 전극으로 사용하였다.
이후 1980년대 후반에는 백금을 나노 크기로 가공
하여 담지체에 분산시키는 방법을 통해 당시 4
mg cm-2에 달하던 백금의 사용량을 0.4 mg cm-2
까지 10분의 1 수준으로 줄이면서도 동일한 성능
을 구현한 보고 이후로는, 나노 크기의 백금을 전
극 촉매로 사용하고 있다[13]. 비교적 단순한 반응
인 HER에 비해 ORR 반응은 4전자 반응과 다수
의 반응 중간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반응이
복잡하고 느리다. 따라서 ORR 활성 향상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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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연구들이 백금 기반의 촉매를 사용하여 진행
되어 왔다(현재 비백금 기반의 많은 촉매들이 개
발되고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는 연구 결과가 꾸준
히 보고되고 있지만[25], 본 논고에서는 백금 기반
의 촉매를 위주로 서술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전기화학 시스템에서 전극 촉매의
활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로 두 가지 방법을 사
용한다[26]. 첫 번째 방법은 주어진 전극의 활성
부위 수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이는 촉매 로딩량
또는 촉매의 구조 개선을 통해 동일 무게당 더 많
은 활성 부위를 노출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촉매
의 전기화학적 활성 표면적(electrochemically active surface area: ECSA)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표
로 한다. 두 번째 방법은 전극 촉매의 본질적인 활
성(또는 kinetic)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전
략들은(Figure 4) 상호 배타적이지 않으며, 이상적
으로는 동시에 달성 가능하다. 다만, 촉매 활성 부
위를 단순히 증가시키는 경우 전하 및 반응 가스
의 물질전달 한계로 인해 성능 향상의 물리적 한
계가 존재하며 이론적 최대값에 수렴한다. 이러한
이유로 Figure 4 중앙의 왼쪽 점선 그래프에서 촉
매 활성 부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을 경우에
는 연료전지 성능이 일정 수준으로 수렴하는 결과
를 관찰할 수 있다. 따라서 촉매의 본질적인 활성
을 증가시키는 것이, 앞서 언급한 문제를 완화시
킬 수 있는 방법이며, 이를 통해 전극 활성을 직접
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 촉매의 고유 활성을 개
선함으로써 필요한 촉매 로딩량을 감소시킬 수 있
으며, 이는 촉매 관련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음을 의
미한다. 더욱이 두 번째 방법의 경우 촉매 활성 부
분에서 우수한 촉매와 그렇지 않은 촉매 사이의
고유 활성 차이는 10 자릿수 이상의 큰 차이를 보
일 수 있지만, 첫 번째 방법과 같이 촉매 로딩량에
따른 활성의 차이는 단지 1~3자릿수 수준이라는
것이 알려져 있다.
이러한 연구 방향에 부합하여 백금 기반 촉매로
ORR 활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형상 제어 합성법
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진행되어 왔다. 과염소산
(HClO4)과 같은 비 흡착성 전해질에서 단결정 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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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Science, 355, eaad4998 (2017).

Figure 4. Catalyst development strategies.

의 결정면에 따른 ORR 활성은 (110) > (111) >
(100)을 따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황산
(H2SO4)과 같은 흡착성 전해질에서는 황산염
(sulfate)이 (111)면에 강하게 흡착되어 활성 부위
를 차단하기 때문에 (100)면이 (111)면 보다 높은
활성을 보인다. 이러한 결정면에 따른 활성부위의
영향은 전 세계 많은 연구자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나노큐브(nanocubes), 나노튜브(nanotubes), 나노
와이어(nanowires), 나노덴드라이트(nanodendrites)
및 나노케이지(nanocages) 등을 포함하는 독특한
형태 및 노출 결정면을 갖는 백금 기반 촉매 개발
과 그 구조의 제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담지체 또한 촉매 활성과 안정성에서 중요한 역
할을 한다. 현재, 탄소(carbon black)가 백금 기반
촉매의 가장 보편적인 담지체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높은 전압(약 0.2 V 이상)에서 탄소가 열
역학적으로 불안정하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
되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Ti0.7Mo0.3O2
및 Tin, In이 도핑된, 보다 안정적인 담지체에 대

한 연구가 수행되었고, 이들 담지체는 백금 촉매
를 보다 견고하게 고정시킬 수 있으며 동시에 촉
매 활성 또한 향상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합금의 도입은 백금 기반 촉매의 ORR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주요 방법
중 하나이다. Pt3M (M = Ni, Fe, Co, Ti)과 같은
합금 시스템의 경우 백금 층의 산소 흡착 에너지
를 감소시킴으로써 백금의 ORR 활성을 향상 시
킬 수 있다. 특히 Pt3Sc 및 Pt3Y는 ORR에 대해서
활성증가 및 안정성이 뛰어난 합금 시스템으로 이
론적으로 예측되었고, 다결정 Pt3Sc 및 Pt3Y 촉매
를 사용하여 실제로 실험적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순수한 백금에 비하여 Pt3Sc 및 Pt3Y 촉매의 비활
성은 각각 1.5~1.8배 및 6~10배 정도 증가되었다.
이러한 연구를 확장하여 알칼리 토금속 및 란탄족
시리즈를 포함하는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나노 구
조의 효과를 이용하기 위해 입자의 크기가 4~9
nm 정도로 제어된 PtxY 나노 입자를 합성하여 기
존 백금 나노 입자의 질량 활성을 3배 이상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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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질량 활성(mass activity)을 나타냈다는 보고
가 있다. 촉매의 활성이 평균 Pt-Pt 간 거리가 감소
함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합금
코어에 의해 표면 백금 원자에 압축 변형
(compressive strain)이 가해짐에 따라 향상된 촉매
활성을 가져온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또한, 순수한 백금을 능가하는 것으로 밝혀진
다른 합금은 Pt3Ni이다. 열처리로 인한 표면 근처
의 구조적 재배치를 통해서 백금이 풍부한 최외각
층을 가지는 Pt3Ni (111)면의 단결정이 보고되었
는데, 이러한 Pt-skin이라 불리는 구조는 그 활성
이 기존 Pt (111)의 10배 이상이며, 더 나아가 구
조가 제어된 Pt/C의 90배 이상의 활성을 나타냈
다. 게다가, 용액상태에서 PtNi3 다면체(polyhedra)
가 구조적으로 변형되며 합성 가능한 3차원 Pt3Ni
나노프레임(nanoframes)은 매우 넓은 활성 표면적
을 가지며, 내구성 실험 후에도 Pt/C 촉매와 비교
하여 각각 22배 및 36배의 비활성 및 질량 활성
향상을 나타냈다. 또한, 최근에는 Pt3Ni 팔면체
(octahedra)에 전이 금속을 도핑함으로써 ORR 활
성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음이 보고되었고, Mo을
도핑한 경우 상용 Pt/C에 비하여 비활성 및 질량
활성이 각각 81배 및 73배 개선되었다. 계산으로
도출된 결과에 따르면, 흡착된 산소 존재 하에서
는 Mo가 촉매표면의 정점과 모서리 부위를 우선
적으로 점유한다는 것을 밝혀졌으며, 이때 Mo는
상대적으로 강한 Mo-Pt 및 Mo-Ni 결합을 형성하
여 Pt와 Ni 원자가 용해되지 않도록 안정화시킨다
고 보고되었다.
이상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현재까지 연료전지
의 촉매 활성에 대한 연구는 수십 년에 걸쳐 발달
해 온 합성 방법 및 계산 결과들을 기반으로 지속
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기존의 백금 촉매에 비
해 굉장한 발전을 이루어 왔다. 그러나 불행하게
도 문헌들에서 보고된 수~수십 배의 활성은 모두
액체 기반의 반쪽 전지에서 얻어진 결과이다. 이
러한 촉매들이 실제 연료전지가 작동하는 막 전극
접합체 기반의 단위 전지에 적용된 경우에는
Figure 5에 나타낸 바와 같이 반쪽 전지에 비해 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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씬 못 미치는 성능을 나타내고 있다[26]. 일반적으
로 반쪽 전지는 최적화하기 쉽고, 촉매 로딩량이
적으며, 실험실 규모의 연구에 적합하다. 또한 촉
매 활성은 일반적으로 0.9 V에서 얻어지는데, 이
는 반쪽 전지 조건에서는 높은 전류 밀도영역에서
의 전기화학 반응의 경우 산소 전달이 부족하여
반응이 제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상대적으
로 비활성인 상용 백금 나노입자의 경우에는 0.9
V에서 액체 반쪽 전지와 MEA 단위 전지간의 성
능이 비교적 일치하지만, 활성이 높은 촉매의 경
우 항상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Figure 5). 나아가 막 전극 접합체 기반의 단위
전지(또는 스택)는 구동 전력을 최대화하기 위해
높은 전류 밀도에서 작동되는데, 이때 단위 전지
의 전위는 대부분 0.9 V 이하를 나타낸다. 이러한
높은 전류 밀도에서, 매우 활성이 높은 촉매를 사
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논쟁 중에 있는데, 최
근 보고에 따르면 고전력용 촉매는 높은 촉매 활
성을 가진 촉매보다는 오히려 전기화학적으로 넓
은 표면적을 가진 촉매가 적용된 연료 전지에서
그 성능이 더욱 용이하게 유지된다고 보고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백금 나노와이어 등의 넓은 표면적
을 가지는 촉매가 유리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아직 이러한 최대 전력과 촉매의 종류에 관련된
현상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고, 이유 또한 불분명
하다. 일반적으로 백금 기반 촉매는 0.1 A cm-2에
서 제한 전류 밀도에 도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으며, 이는 삼상계면을 형성하기 위해 촉매를 덮
고 있는 아이오노머로 인해 물질전달 저항이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보고가 있다. 이처럼 촉매의
활성 연구만을 위한 반쪽전지가 아닌, 실제 디바
이스와 같은 개념인 막 전극 접합체에 새로운 촉
매가 적용되었을 경우에 단위 전지의 성능은 액체
전해질 기반의 반쪽 전지와는 그 양상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반응 가스의 유량 및 압력에 따른
물질 전달, 산화 전극 촉매의 영향, 전극에 비해
매우 두꺼운 고분자 전해질 막의 존재, 상대적으
로 많은 양의 촉매 및 두꺼운 전극 층 등의 복합적
이고 상호 연관된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연료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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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체 성능이 좌우되며, 새로운 촉매의 성능을
반쪽 전지에서처럼 발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최
적화 과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서로 다른 구조
제어를 통해 활성을 높인 백금 촉매들을 이용하여
최적의 연료전지 성능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급기
야 각각의 촉매에 적합한 서로 다른 아이오노머를
개발해야 할지도 모른다. 여전히 이러한 복합적
요소들의 관계를 이해하고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연구들은 극소수이며, 여러 가지 변수 제어를 통
해 연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분야로
여겨진다.

*출처: Science, 354, 1378-1379 (2016).

Figure 5. Mass Activity of the Catalysts.

4. 맺음말
현재 우리는 도요타의 ‘미라이(MIRAI)’, 현대
기아차의 ‘넥쏘(NEXO)’ 등과 같이 수소를 원료로
하는 자동차를 실제로 구매할 수 있는 수소경제
시대의 진입로에 서 있다. 일본과 유럽 등지에서
는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각 부처에서 수소 경제 육
성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내연기관이
나 전기 자동차에 비해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의
제조 원가는 아직까지도 다소 높다고 볼 수 있으
며, MEA를 포함하는 스택이 차지하는 가격 비중
은 자동차 전체 가격의 40%에 육박한다. 도요타
는 2020년 이후 연간 3만 대 이상의 수소 연료전
지 자동차가 판매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
를 달성할 경우 연료전지의 가격이 50% 가까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연료전지
자체의 출력 밀도를 높이기 위해 시장의 확대를
피동적으로 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MEA 자체의
성능을 향상시켜 동일한 양의 촉매로 향상된 성능
을 이끌어 내어 단가를 절감시키는 연구 등을 통해
수소 경제를 선도하려는 능동적 자세가 필요하다.
본 논고는 연료전지의 핵심부품인 MEA에서 각
구성 요소들의 역할과 전기화학적 반응 및 성능향
상을 위해서 현재 진행되는 연구의 상황과 발전
내용 및 향후 추구 방향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소
재의 가격을 낮추면서 높은 성능을 확보한다는 모

순되고 어려운 연구목표 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최근 몇 년간 이룩한 기술 및 과학적 진보는 높이
평가받을만하다. 기존 소재 자체의 합성과 분석
및 단순 수정에만 치중하는 연구는 지양하고,
MEA에서 삼성계면과 운전조건, 두 요소의 상호
관계를 비롯하여 다양한 운전 조건에 따른 각 소
재들의 변화, 각 요소 상호간의 상관관계를 파악
하는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연료전
지 촉매 및 고분자 개발 등의 성능에 관련된 연구
결과는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서로 상충되는 내
용이 많고 한 소재에만 지나치게 치우친 결과, 실
제 MEA 내에서의 거동은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
다. 이러한 상황은 연료전지 MEA에서 삼상계면
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소재 자체의 단순 성능향
상만을 위한 방향설정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작
금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각 소재의 연구
자 또는 연구그룹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촉매에 적합한 아이오노머 개발 및 아
이오노머에 적합한 촉매 개발 등과 같은 복합적인
MEA 설계를 통해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연구개
발 조건을 수립하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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