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연가스를 직접 사용하는 연료전지 신기술

 

현재, 전기에너지의 활용 증가와 더불어 배출가스에 대한 규제가 엄격해 짐에 따라 연료전지에 대
한 투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주지하고 있듯이 화석연료를 활용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연료전지
는 대기오염원인 질소산화물의 배출이 전혀 없고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효율이 우
월하다. 

그 연료로 수소가 가장 이상적인 물질이긴 하지만 광범위한 사용을 위해서는 수소의 가격 저감과 
저장에 관한 기술혁신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현재로는 메탄 등의 탄화수소나 메탄올 등의 
알코올이 연료전지의 연료로 적합하다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볼 때, Northwestern대 S.
A. Barnett교수 연구팀이 개발한 연료전지 기술이 관심을 끌고있다[Nature, 400, 649 (1999)]. 

Barnett교수 연구팀은 ceria계 anode를 사용하여 메탄을 전기화학적으로 직접 산화하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메탄이 주 연료일 경우에는 높은 온도에서 조작되는 MCFC(molten carbonate fuel 
cell)나 SOFC(solid oxide fuel cell)를 사용한다. 이 연료전지들은 각 stack에서 천연가스에서 얻
어진 수소와 일산화탄소 혼합물을 전기화학적 산화반응 시킨다. SOFC 기술은 큰 규모의 발전 용도
로 개발된 것으로 기상용화된 장치는 900℃정도에서 조작되며 1∼3megawatts의 전력을 생산한
다. 이 연료전지는 니켈이 포함된 anode를 사용하는데, 니켈이 메탄을 수소와 일산화탄소로 전환하
는 촉매작용을 한다. 이 때, 다량의 스팀을 공급해 주어야 니켈-세라믹 anode에 발생하는 탄소증
착이 방지되어 그 성능이 유지된다. 스팀전환 반응은 흡열반응이므로 SOFC는 고온에서 조작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저온 연료전지에서는 별도의 전처리 개질공정을 추가하여 수소를 발생하고 CO
를 제거하고 있는데 시스템이 복잡해지고 가격이 상승할 뿐 아니라 효율도 저하되는 단점이 있다. 



 

그림. 연료 전처리 공정이 각 연료전지의 공정 복잡성과 효율에 미치는 영향. Barnett교수 연구팀은 메탄을 직접 산

화시켜 스팀과 이산화탄소로 전환시키는 데에 성공하여 메탄 개질 공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지난 10년간의 기술적 진보로 500∼700℃에서 조작되고 1∼10kW정도의 소규모 전력을 생산하는 
SOFC가 구현되어 개별 건물에 열과 전력을 공급하거나 자동차에서 부가적으로 전기를 공급하기
에 이르렀다. 그러나 연료전지의 소형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Barnett교수 연구팀이 개발한 기술
은 중간정도의 온도에서 조작되며 dry 메탄을 직접 산화시키므로 그 응용성이 매우 크다할 수 있
다. 

다양한 산화물 촉매를 이용한 메탄의 산화와 활성에 관한 연구가 이미 많이 진행되었음에도 현재 
그 메카니즘에 대해서는 공통된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전극 표면 또는 내부에 존재

하는 산소(O-, O2-, O2
2- 등)에 따라 메카니즘이 영향받으며 전자전도와 더불어 산소이온 전도

가 동시에 촉매효능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SOFC 연구계에서는 도핑된 La0.8Ca0.2CrO3(LCC)나 Ce0.9Gd0.1O1.95(CGO)가 주목을 받아왔

다. LCC는 열역학적 안정성이 매우 우수하고 이미 단위 연료전지간 연결재료로 사용된다는 점에
서 좋은 anode 후보재료라 할 수 있다. CGO와 같이 ceria를 포함하는 촉매는 SOFC의 성능을 향
상시킨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두 재료 모두 메탄산화반응에 우수한 촉매효능을 갖고 있다. 
LCC의 경우 400℃에서 메탄을 CO2와 H2O로 전환시키며, CGO의 경우는 300℃에서 반응이 수행



된다. 

 

그림. LCC 분말을 이용한 메탄의 전환율. 400℃에서 메탄은 스팀과 이산화탄소로 직접 산화된다. 높은 온도에서 메
탄은 수소와 일산화탄소로 개질되며 촉매에 미량의 탄소가 증착된다.  

800-900℃의 고온에서는 두 가지 촉매 모두 미량의 탄소가 증착된다. 300∼400℃에서는 의도적
으로 탄소를 증착시켜도 산소를 유입시키면 증착된 탄소가 자연적으로 제거됨을 보인다. 자동차 배
기장치에서도 촉매로 사용되는 CeO2-ZrO2(CZO)가 훌륭한 효능을 발휘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

다. 현재, CGO와 CZO가 Ce4+에서 Ce3+로의 환원을 촉진시켜 산소교환 공정을 향상시킨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상기한 연구를 토대로, 기존의 니켈-세라믹 anode보다 산화물 전극이 dry 메탄의 직접 전기 산화
반응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중간 온도에서의 사용조건을 만족하는 단일상 
산화물 재료를 합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Barnett교수 연구팀은 이트륨이 도핑된 ceria(YDC) 박막(두께 0.5μm)과 전류집진체인 니켈-세
라믹 막(두께 2μm)을 병합한 전극을 사용함으로써 YDC의 전자 전도도를 향상시키는 데에 성공
하였다. 이 전극을 SOFC에 활용하여 상용화하기까지는 앞으로 다음의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
다. 첫째, 천연가스는 에탄, 프로판 등 여러 가지 탄화수소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들로 인한 탄소
증착이 낮은 온도에서도 발생할 것이다. 둘째, SOFC에 관한 여러 연구에서 지적되었듯이, 중간온
도에서 조작할 경우 모든 연료가 스팀과 이산화탄소로 전환되면 니켈이 NiO로 산화되어 anode의 



성능이 저하된다. 

보다 나은 전략은 도핑된 CeO2를 높은 전자 전도도를 지닌 산화물과 혼합하여 복합 anode를 제작
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방향의 연구는 전세계적으로 많은 연구진들이 연구하고 있으며, 만약 
성공한다면 중간 온도에서 조작되는 소형 SOFC를 제작할 수 있으므로 상용화의 길을 앞당길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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