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료전지에서 탄화수소의 직접산화 신기술  

다가올 미래의 연료는 무엇일까? 지난 천년을 살펴보건데 연료는 목재의 사용에서 석탄 그리
고 기름의 사용으로 변천해 왔다. 새 천년에 접어들며 전력생산을 위한 청정 연료로 메탄가스
가 주목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소가 궁극적으로 미래의 청정에너지원으로 여
겨지고 있다. 하지만, 수소는 대부분 탄화수소로부터 획득되므로 그 가격이 비싸고 저장이 어려
울뿐 아니라 폭발의 위험이 내재하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수소 시장의 활성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한편, 프로판(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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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부탄(C

4
H

10
)가스와 같은 탄화수소에 포함되어 있는 

수소를 직접 사용하여 청정에너지를 얻을 길은 없을까 궁금하다. 자연계에서는 생화학적 방법
을 통해 이 과정이 쉽게 수행되는 듯 하다. 미국 University of Pennsylvania 화학공학과의 
Raymond J. Gorte 교수와 고려대학교 화학공학과에서 박사학위 취득 후 현지에서 박사후과
정을 밟고 있는 박승두 박사가 자연계의 작용을 닮은 연료전지 신기술을 최근 보고하였다
[Nature, 404, 265 (2000)].  

 

그림. 연료전지의 구성과 조작.  

그동안 우리가 지닌 문제는 탄화수소 산화반응에 연관된 전기화학적 과정을 잘 모른다는 데에 
있었다. 연간 80억톤 정도의 탄화수소 연료를 산화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엔진이나 버너에
서 대부분이 태워져 더러운 배가스로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아직도 우리가 아는 것이 별로 없
다. 금세기 말까지 이러한 연소공정은 사라져야 할 것이다. 현재 이러한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
어서 흡연을 멀리하고 숲에서 연소하는 것을 금지하며 함부르크에서는 화석연료 버너에서 배
출되는 질소산화물의 상한치를 10ppm으로 규제하고 있다. 현재 널리 사용되는 연소버너에서 
배출되는 농도가 이 기준치의 약 10배이므로 이를 따르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나의 해결책은 자연을 모방하여 탄화수소 연료를 촉매로 산화반응하고 멤브레인을 통해 전



자와 그 외 유용한 에너지를 추출하는 것이다. 하지만, Davy[Phil. Trans. R. Soc. Lond., 
107, 45-85 (1817)]와 Grove[Phil. Mag., 14, 127-130 (1839)]에 의해 촉매와 연료전지
가 발견된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식과 기술은 매우 빈약한 형편이다. 연료전지

는 cathode에서 산소를 O2-로 환원시키고 anode에서 연료(수소가 이상적임)를 산화시켜 작

동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온들 즉, H+와 O2-이 전해질 멤브레인을 확산하여 반응을 유
지한다. 그와 동시에 전자가 외부 회로를 통해 anode로부터 cathode로 흐른다. 만약 수소를 연
료로 사용하면, 배출되는 생성물은 오직 물이다. 그 외 메탄을 사용할 수 있겠으나 연료전지로 
공급되기 전에 수소로 전환시켜야 한다.  

최근에 보고된 바에 의하면[Nature, 400, 649-651 (1999)], 고체산화물 연료전지에 ceria
를 전극촉매로 사용하여 메탄을 직접 전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흔히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는 zirconia와 같이 O2-를 전도할 수 있는 세라믹 물질을 사용한다. Gorte 교수 연구진은 
copper cerium 또는 copper samarium 산화물을 anode 촉매로 사용하여 케로센이나 디이젤 
등 실제 연료에 포함된 긴 탄화수소를 직접 산화시키는 데에 성공하였다. 문제는 에탄이나 부
탄 또는 톨루엔과 같은 방향족 화합물을 산화시킬 때 부수적으로 타르나 탄소가 발생하는 것
을 피할 수 있느냐이다.  

연구진은 cerium 산화물에 구리 촉매를 밀착시켜 다공성 anode를 제작하였다. 이 연료전지에 
순수한 부탄을 공급하여 48시간 동안 운전시켰을 때 탄소증착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오히
려 화학적 전환이 완전히 수행되어 전자가 zirconia 전해질 멤브레인을 통하여 전달됨을 발견
하였다. 보통의 연료전지를 동일한 조건에서 운전하면 탄소증착으로 인해 수 분안에 반응이 멈
추게 된다. copper-ceria-samaria 촉매를 사용할 경우 톨루엔도 상당한 반응성을 보여 전자 
전달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대개 방향족 화합물은 급격히 graphite 증착으로 귀결
되어 촉매능을 파괴하므로 이 발견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판단된다.  



 

그림. 공급연료의 종류에 따른 연료전지의 운전(973K). 

사용된 연료는 왼쪽으로부터 부탄, 톨루엔, 부탄,메탄, 에탄, 그리고 부텐의 순이다.  

가솔린이나 디이젤 연료마저도 촉매반응으로 전환시켜 청정에너지와 열을 발생하는 희망을 가
질 수 있게 되었다. 부분산화된 메탄올 또는 포름산 연료를 사용하는 것이 더욱 수월할 것이다. 
이 반응은 수용액 속에서 촉매전극에 의해 낮은 온도에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컴퓨터나 이동통
신 기기의 전력공급원으로 이상적일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선 이 기술이 기존 연료의 경제성
을 능가한다고는 볼 수 없다.  

연료전지 씨스템은 다소 상용화된 상태이지만 아직도 많은 사안들이 해결되어야 한다. 참고로 
캘리포니아에서 무배출 자동차를 전체 생산 대수 대비 5% 수준으로 생산하기로 한 2004년에 
연료전지 시장은 수십억 달러 규모로 증폭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제 중 하나는 고체 고분
자와 세라믹 전해질 멤브레인의 가격으로 10배 정도 절감되어야 경제성이 있다. 장치의 75%
를 구성하는 주변기기에 따라 연료전지의 성능이 제한될 수 있다. 기존의 d.c./a.c. 컨버터와 열
교환기가 새 연료전지 기술에 적합하지 않을 것이다. 고분자 멤브레인에서의 누출이나 세라믹 
전해질의 균열도 해결해야 한다. 여기서 1890년대에 zirconia 전해질을 발명한 Nernst의 일화
를 상기하는 것도 의미있을 것이다. 그는 집에 전화를 걸어 시동이 오래 걸리는 장치를 켜게끔 
해준 전화의 발명을 극찬한 바 있다. 위에서 제기한 문제들이 곧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
며 연료전지를 이용한 가정용 히터, 하이브리드 자동차, 그리고 소형 발전기 등이 현실화될 것
으로 기대된다. [Nature, 404, 23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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