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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oporous silica allows proper hydration of an ion exchange membrane under low relative humidity due to its strong hydrophilicity and structural characteristic. A mesoporous silica and Nafion
composite membrane shows good proton conductivity under low relative humidity. An understanding of ion-channel formation and proton transfer through an ion-channel network in mesoporous
silica and Nafion composite membranes is essential for the development and the optimization of ion
exchange membranes. In this study, a mesoporous cellular foam SiO2 /Nafion composite membrane
is fabricated, and its proton conductivity and performance are measured. Also, the ion-channel
distribution is analyzed by using electrostatic force microscopy to measure the surface charge density of the mesoporous cellular foam SiO2 /Nafion composite membrane. The research reveals a
few remarkable results. First, the composite membrane shows excellent proton conductivity and
performance under low relative humidity. Second, the composite membrane is observed to form
ion-channel-rich and ion-channel-poor region lo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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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 전하 및 모폴로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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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조포러스 실리카는 강한 친수성과 구조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저습환경에서도 이온교환막에 적절한
수화가 일어나도록 할 것이다. 그러므로 메조포러스 실리카와 나피온을 합성한 이온교환막은 낮은 상대습
도에서도 우수한 양성자 전도도를 보일 것이다. 메조포러스 실리카와 나피온 합성이온교환막의 이온채널
형성 그리고 네트워크를 통한 양성자 이동에 대한 이해는 합성이온교환막을 개발하고 최적화하기 위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메조포러스 구조 (mesoporous cellular foam) SiO2 /Nafion 합성
이온교환막을 제작하고 양성자 전도도 및 성능을 평가하였다. 또한, 정전기력 현미경 (electrostatic force
microscopy, EFM) 을 사용하여 메조포러스 구조 SiO2 /Nafion 합성 이온교환막의 표면 전하 밀도 측정을
통한 이온 채널의 분포 및 밀도를 분석하였다. 연구는 몇 가지 주목할 만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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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이온교환막은 저습환경에서 우수한 양성자 전도도 및 성능을 나타내었다. 둘째, 합성이온교환막은
국부적으로 이온채널의 밀도가 주목할 만하게 높은 지역이 형성되며 동시에 양성자 전도도가 극단적으로
낮은 지역 또한 동시에 형성됨을 확인하였다.
PACS numbers: 68.37.-d
Keywords: 실리카/나피온 합성 이온교환막, 메조포러스 실리카, 정전기력 현미경, 고분자이온교환막 연료전지

I. 서 론
다양한 신· 재생에너지 디바이스 중의 하나인 고분자이
온교환막 연료전지 (PEM fuel cell) 는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연료로 수소와 산소를 사용하며
에너지 변환 시 이산화 탄소나 질소 산화물 등을 발생시
키지 않는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이다. 둘째,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중간 과정 없이 바로 변환하므로 내연기관과
비교하여 우수한 에너지 변환 효율을 보인다. 셋째, 이차
전지와 비교하여 4배 이상의 우수한 에너지 밀도를 가진
다. 넷째, 구조가 간단하며 동작온도가 80 ◦ C 이하이므로
휴대용 정보통신 기기의 전원으로부터 발전용 전원까지
다양한 용도로 가능하다 [1,2]. 특히 개음극 (open cathode)
형태의 연료전지는 기존의 장점과 더불어 가습 없이 연료
를 공급함으로써 Balance of Plant (BOP) 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해 최근 UAV나 로봇 등의 전원으로 각광
받고 있다 [3,4]. 그러나, 개음극 형태의 연료전지는 가습을
전적으로 대기중의 수증기에 의존함으로 동작 시 대부분
저습 상태에 있게 된다. 이로 인하여 시스템 전체의 효율이
폐음극 형태의 연료전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특히,
방송용 드론 등의 UAV나 지상용 로봇 같은 경우 이차전지
대신 개음극 형태의 연료전지를 탑재할 경우 이차전지의
낮은 에너지 밀도를 보완할 가능성이 있으나 폐음극 형태의
연료전지와 비교하여 항상 저 가습 상태에서 동작하게 되
므로 낮은 효율을 보인다. 이런 낮은 효율은 이온교환막의
근본적인 특성에 기인함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온교환막은 PEM fuel cell의 핵심부품으로 가스를 분리
하여 음극에서 산화 반응 양극에서 환원 반응이 일어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양극과 음극을 전기적으로 분리시
키며 동시에 양성자가 이동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제공한다.
현재 많은 종류의 이온교환막 중 가장 널리 알려지고 많이
연구된 것은 DuPont 사에서 소개된 Nafion이며 상대적으
로 우수한 양성자 전도도 그리고 화학적 특성으로 인해 가장
많이 사용되어 왔다 [5]. Nafion은 Polytetrafluoroethylene
(PTFE) 를 기반으로 사이드 체인에 술폰산 (SO3 H) 이 결
합된 구조를 가지 있다. Nafion 은 이분자구조를 가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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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bone인 PTFE는 강한 소수성을 보이며 사이드 체인에
결합된 술폰산은 강한 친수성을 가진다.
1980년대부터 많은 연구 그룹에서 Nafion이 가진 우수
한 양성자 전도도의 분석을 위해 모폴로지를 분석해 왔다
[6–8]. Nafion에 관해서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모폴로지
구조는 Gierke [6]의 SXRS와 WXRS 연구에 의한 클러스
터 네트워크 모델 (cluster-network model) 이다. 클러스터
네트워크 모델은 수화가 될 경우 친수성을 가진 SO−
3 들이
4 nm 정도의 지름을 가진 역교질 (invert micellar) 구조의
이온 채널들을 형성하며 이들이 1 nm 정도 길이의 물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를 구성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수화가
진행됨에 따라 더 복잡한 네트워크가 형성되며 양성자들은
이를 따라 이동한다 [6]. 이후로 수화에 따른 양성자 전도
도를 설명하기 위해 rod-like model [7], cylindrical water
channel model [8] 등이 발표되었다.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이온교환막이 가진 양성자 전도도의 핵심은 수화에 의한
이온 채널의 형성이다. 그리고 우수한 양성자 전도도를
이온교환막이 가지기 위해서는 이온 채널의 밀도 그리고
네트워크의 증가가 필수적이다.
Nafion이 가진 낮은 기계적 특성, 동작 온도, 그리고 높은
가습의 필요 등의 한계를 극복하고 강화하기 위해 SiO2 ,
Al2 SiO3 , ZrO2 , TiO2 , 그리고 산화 그래핀 (graphene oxide) 등의 무기 충전물을 사용한 합성 이온교환막이 다양하
게 연구되었다 [9–12]. 무기 충전물은 이온교환막의 동작
온도를 높여 순도가 낮은 수소에 포함된 CO에 의한 피독을
막고 기계적 강도를 증가시켜 내구도를 향상시킨다. 또한,
강한 흡습성의 무기 충전물을 합성하면 저습환경에서도 이
온교환막의 물 보유를 증가시킨다. 다공성 무기물은 고도로
체계화된 구조, 큰 비면적, 그리고 다양한 공극의 크기 및
높은 밀도 등의 매력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우수한 충전물로
고려되고 있다. 특히 다공성 무기물은 공극과 호스트의 이
온상호작용을 통하여 흡습성을 증가시키거나 다른 물리적
특성을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10].
메조포러스 무기물은 나노 입자나 마이크로 입자로 구
성되어 있으며 2 nm ∼ 50 nm 정도의 공극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공극의 크기는 일정하며 공극의 밀도가 높아
공극과 공극의 사이의 거리는 2 nm ∼ 8 nm 정도를 가진
다. 공극 내부는 -SO3 H, -P3 H2 , -COOH 등의 작용기와
결합하여 양성자의 이동 통로를 형성한다. 만약 메조포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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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물에서 공극의 크기와 분포가 균일하고 밀도가 충분히
크다면 양성자 전도도의 증가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높은 길이/높이 비로 인하여 이온교환막에서 면적을
증가시켜 친수성을 가진 영역을 증가시켜 양성자 전도도의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다. Hao Lin Tang과 Mu Pan [10]은
실리카 나노 입자와 Nafion을 이용하여 합성 이온교환막을
제작하였다. 그들은 양의 전하로 대전된 SiO2 와 SO−
3 그
룹들이 결합하여 self-assemble이 일어나 구조적으로 안정
성이 향상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60 ◦ C에서 Nafion
212 보다 5 배 이상의 흡습성을 보였으며 dry/wet cyclic
test에서 Nafion 보다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Choi et al. [11]는 술폰화된 구형의 메조포러스 실리카를
Nafion과 합성하여 저습환경에서 PEM fuel cell의 성능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가습을 하지 않고 60 ◦ C에서 측정을
한 결과 Nafion과 비교하여 3.3 배 정도인 365.4 mW·cm−2
를 나타내었다. Yan et al. [12]은 인텅스텐산과 메조포러스
SiO2 와 Nafion을 이용하여 이온교환막을 합성하였다. 120
◦
C, 25% 상대습도에서 510 mW·cm−2 의 높은 전력 밀도를
나타내었다.
많은 연구에서 다공성 무기충전제와 Nafion의 합성이온
교환막들은 우수한 양성자 전도도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무기충전제의 양이 증가할수록 오히려
성능의 하락을 보였으며 심지어 몇몇 연구에서는 흡습량은
증가하였으나 성능이 하락함을 보이기도 하였다 [13,14]. 합
성 이온교환막의 양성자 전도도 증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합성에 의한 모폴로지 그리고 이온 채널 네트워크의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원자힘 현미경 (atomic force
microscopy, AFM) 은 탐침과 샘플 표면 사이의 상호작용
(반데르발스 힘, 전기력, 자기력, 표면 장력, 등) 을 탐침과
연결된 캔틸레버의 휨 정도를 후크의 법칙 (Fs = kx) 을
이용하여 측정하는 장치이다. AFM은 기본적으로 표면의
모폴로지를 수 십 마이크로에서 수 십 나노 크기로 측정한
다. 또한, 다양한 확장 모드를 통하여 샘플 표면의 정전기력,
전기용량, 표면 전류, 그리고 기계적 특성을 나노 크기의
해상도로 이미지를 형성한다 [15].
정전기력 현미경 (electrostatic force microscopy, EFM)
은 AFM의 확장모드의 하나로 전도성 탐침을 이용하여 샘
플과 작용한 정전기력의 변화를 측정하여 샘플 표면의 전기
적 특성을 나노미터 크기로 맵핑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인
EFM은 동일한 지역을 높이를 달리하며 두 번 측정을 한다.
그 이유는 탐침과 표면이 가까울수록 레너드 존스 퍼텐셜
(Lennard-Jones potential) 이 강해지고 결국 표면의 모폴
로지를 측정하게 되며 표면에서 멀어질수록 정전기 퍼텐셜
(electrostatic potential) 이 강해지므로 표면의 전하 분포
를 측정할 수 있게된다. EFM은 탐침과 샘플 사이에 DC

1175

바이어스 전압을 인가한다. 동시에 탐침에 AC 바이어스
전압을 인가하여 팁을 공명 진동수 근처로 진동을 시킨다.
만약 탐침의 반지름이 수 나노 미터라고 가정을 하면 탐침
과 샘플 표면 사이는 수 나노 미터 크기의 축전기가 되고
탐침이 샘플 표면을 스캔하게 되면 나노 미터 크기의 표면
전하 분포를 측정할 수 있게 된다 [16–18].
이 연구에서는 메조포러스 구조의 SiO2 충전제와 Nafion
을 이용하여 저습환경에서 최적의 성능을 보일 수 있는 메
조포러스 구조 (Mesoporous cellular foam) SiO2 /Nafion
(MSU-F-SiO2 /Nafion) 합성 이온교환막을 제작하였다.
MSU-F-SiO2 /Nafion 합성 이온교환막의 상대습도에 따
른 양성자 전도도를 측정하고 싱글 셀을 제작하여 저습환
경에서의 성능평가를 진행하였다. 이 결과를 recast Nafion
과의 비교를 통하여 개음극 형태의 연료전지로의 적용 가
능성을 파악하였다. 또한, EFM을 사용하여 이온교환막의
나노 미터 정도의 국부적인 양성자 전도도의 측정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 방법을 사용하여 MSU-F-SiO2 /Nafion과
Nafion을 표면 전하 분포를 측정하고 이를 통하여 이온 채
널의 분포 및 밀도를 비교 분석하여 MSU-F-SiO2 /Nafion
의 이온 채널의 변화를 설명하였다.

II. 실 험
Meso-structured cellular foam-SiO2 (MSU-F-SiO2 ) 는
Sigma-Aldrich에서 구입을 하였다. Sigma-Aldrich에 의하
면 MSU-F-SiO2 의 형태는 0.4 - 0.6 µm 정도의 파우더 이며
0.1 - 0.3 cm3 /g 정도의 공극 부피, 2 nm 정도의 공극 크
기를 가진다. 비표면은 900 - 1100 m2 /g이다 [19]. Nafion
ionomer는 미국의 Ion Power사의 것을 사용하였다.
MSU-F-SiO2 에 술폰산을 결합하기 위해 100 mL aq. 0.5
M 술폰산 용액에 1 g의 MSU-F-SiO2 을 섞어 산 작용화를
수행하였다. 용액은 80 ◦ C에서 12시간 동안 흔들어 주었다.
이후 용액을 걸러주고 DI water에 섞은 다음 100 ◦ C에서 건
조시켰다. 이 과정에서 합성된 MSU-F-SiO2 를 15% Nafion
ionomer와 섞은 다음 40분 정도 초음파 교반 (sonification)
을 진행한 다음 12시간 동안 저어주었다. 최종적으로 플
렉시 글래스에 부은 다음 진공에서 80 ◦ C를 유지한 채로
건조를 시켰다.
실험은 세 단계로 진행이 되었다. 첫째 단계에서는 MSUF-SiO2 /Nafion 합성이온교환막의 양성자 전도도를 측정
하였다. 전도도 측정은 Sitech Korea의 전위 가변기 (potentiostat) 를 이용하여 측정되었다. 1 cm × 3 cm 크기의
합성 이온교환막을 백금 전극 사이에 위치시킨 다음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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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lor online) Proton Conductivity of pristine
Nafion and MSU-F-SiO2 /Nafion Composite Membrane
Under different Relative Humidity.
어스 전압을 인가하며 측정하였다. 둘째 단계는 MSU-FSiO2 /Nafion 합성 이온교환막을 이용하여 25 cm2 의 막
전극 접합체를 제작한 다음 분극 곡선 (polarization curve,
I-V curve) 과 전력 밀도를 측정하였다. 셋째 단계는 순수
(pristine) Nafion과 MSU-F-SiO2 /Nafion 합성 이온교환
막을 EFM을 사용하여 모폴로지와 표면 전하 분포를 측정
하였다. 개음극 형태의 연료전지와 같은 동작 조건을 주
기 위해 순수 Nafion과 MSU-F-SiO2 /Nafion은 습도 조절
없이 대기 중에 24시간 노출시켰다. 각각 1 cm × 1 cm
정도로 준비된 샘플을 샘플 홀더에 카본 테이프로 고정한
다음 PSIA XE-130 AFM에 장착하였다. 측정은 탐침과
샘플 홀더 사이에 2 V DC 바이어스 전압을 인가하고 탐침
에는 외부 lock-in amplifier를 통하여 0.2 V, 17 kHz의 AC
전압을 인가하였다. Topography를 통하여 순수 Nafion과
MSU-F-SiO2 /Nafion 합성 이온교환막의 모폴로지 변화를
관찰 분석하였다. 그리고 표면의 위상차 분포를 통하여 표면
전하 분포를 관찰하고 쿨롱힘과 분극에 의한 정전기력과의
관계를 통하여 이온 채널의 분포 및 변화를 분석하였다.

III. 결 과
MSUF SiO2 /Nafion 합성 이온교환막과 Nafion의 상대
습도에 따른 양성자 전도도를 각각 측정하고 그 결과를 비
교하였다. 양성자 전도도는 연료전지의 동작온도인 80 ◦ C
에서 측정되었으며
σ=

L
R×W ×T

(1)

를 따른다. 식 (1) 에서 R 은 이온교환막의 저항, W 는 길이,
T 는 두께, 그리고 L 전극 사이의 거리이다. Fig. 1에서와

같이 MSU-F-SiO2 /Nafion 합성 이온교환막의 양성자 전
도도는 상대습도에 따라 증가하였다. 100% 상대습도에서
1.6 × 102 mS·cm−1 , 20% 상대습도에서는 7.5 mS·cm−1 의
전도도를 보여주었다. 순수 Nafion은 알려진 바와 같이 상
대습도의 증가에 따라 양성자 전도도가 증가하였다. 100%
상대습도의 경우 1.1 × 102 mS·cm−1 , 20% 상대습도에서는
5.0 × 100 mS·cm−1 를 보여준다. 기존의 연구에서 알려진
바와 같이 합성 이온교환막과 Nafion의 상대습도에 따른
양성자 전도도의 증가는 수화에 따른 이온채널 네트워크의
형성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20]. 이온교환막의 물
흡수가 증가함에 따라 친수성의 술폰산이 물과 결합하여
역교질 구조로 된 이온 채널을 형성하고 이온 채널들이 네트
워크를 형성하여 양성자가 확산하거나 호핑하여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20]. 상대습도의 증가는 이온교환막의 전체적
인 물 흡수를 증가시킬 것이고 그 결과 높은 상대습도에서
이온 네트워크의 형성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이다.
두 이온교환막의 양성자 전도도를 비교한 결과 모든 상대
습도에서 MSU-F-SiO2 /Nafion 합성 이온교환막이 우월한
양성자 전도도를 보여주었다. MSU-F-SiO2 /Nafion 합성
이온교환막은 모든 상대습도 범위에서 Nafion과 비교하여
평균적으로 50% 정도 높은 양성자 전도도의 나타낸다. 특히
40%에서 80% 사이에서 다른 상대습도 범위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우수한 양성자 전도도를 보여주고 있다. 50%
의 상대습도에서 합성 이온교환막의 양성자 전도도는 3.6
× 102 mS·cm−1 이며 이는 60% 상대습도에서의 Nafion의
양성자 전도도 2.3 × 102 mS·cm−1 보다 높다. 40%에서
80% 사이에서 합성 이온교환막의 양성자 전도도는 Nafion
과 비교하여 20% 정도 상대습도가 높은 경우와 근사하게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즉 합성이온교환막의 경우 Nafion
과 비교하여 저습에서 더 뛰어난 양성자 전도도를 보인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합성이온교환막의 양성자 전도도의 증가는 MSU-F-SiO2
가 가지는 흡습 용량의 증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MSU-F-SiO2 에 의한 수화는 두 가지 경우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로 물리적으로 물 분자가 표면에 결합
하는 경우이며 표면의 산소 이온과 물 분자와의 수소 결합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 경우는 화학 흡착이며 이 결과 Si-OH
그룹이 형성될 것이다. 흡습 용량의 증가는 MSU-F-SiO2 의
강한 수화와 연관이 있지만 동시에 MSU-F-SiO2 의 구조적
인 영향을 받는다. MSU-F-SiO2 을 Nafion에 합성함으로써
이온교환막 표면의 모폴로지가 변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비면적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며 술폰화된 MSU-F-SiO2 로
더 높은 SO3 - 밀도를 가질 것이다. 비면적의 증가 및 높은
SO−
3 밀도는 이온교환막이 수화할 때 이온 채널의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MSU-F-SiO2 는 4 nm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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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lor online) Electrical Field between Tip and
Sample Holder and Charge Distribution on Sample Surface.

Fig. 2. (Color online) Performance of Pristine Nafion and
MSU-F-SiO2 /Nafion Composite Membrane under 50%
RH and 80 ◦ C.

도를 가질 것이다. 이로 인해 합성 이온교환막이 동일한 상
대습도에서 Nafion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우수한 성능의
향상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MSU-F-SiO2 과 Nafion의 합성으로 인한 이온교환막의

nm의 공극을 가지고 있는 구조로써 이온교환막이 수화될
때 이 공극들은 충분한 물을 흡수할 것이며 흡수된 물은
이온 채널의 형성에 도움을 줄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인
변화를 통하여 합성 이온교환막은 저습환경에서도 좀 더
원활히 이온 채널 네트워크를 형성할 것이다.
MSU-F-SiO2 /Nafion 합성이온교환막과 순수 Nafion을
각각 이용하여 제작한 단위 셀의 성능 평가는 20%, 50%,
그리고 100% 상대습도에서 진행되었다. Fig. 2는 50% 상
대습도, 80 ◦ C의 온도에서 진행된 결과이다. 두 이온교환
막을 비교한 결과 합성이온교환막이 전류 밀도-전압 그리고
전력밀도에서 모두 우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MSU-FSiO2 /Nafion 합성 이온교환막에서 옴성 손실의 기울기는
0.714 Ω·cm2 로 0.827 Ω·cm2 인 Nafion과 비교하여 상대적
으로 작은 값을 보여준다. 100% 상대습도에서의 Nafion
과 합성이온교환막의 최대 전력 밀도 325 mW, 365 mW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값인 210 mW, 250 mW를 보여주
고 있다. 이러한 낮은 성능은 충분하지 못한 가습으로 인한
이온교환막의 낮은 양성자 전도도에 기인하며 이는 양성자
전도도의 상대습도에 따른 변화와 같은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동일한 상대습도에서 MSU-F-SiO2 /Nafion 합성
이온교환막과 Nafion을 비교할 경우 의미 있는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MSU-F-SiO2 /Nafion 합성이온교환막은 Nafion
과 비교하여 20% 정도의 최대전력 밀도 향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술폰화된 MSU-F-SiO2 로 인한 -SO3 H 밀도의
증가로 인해 이온 교환능의 향상에 영향을 줄 것이다. 또한
MSUF-SiO2 강한 친수성 그리고 구조적 특성으로 인하여
Nafion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흡습성이 영향을 줄
것이다. 즉, 높은 흡습성으로 인해 합성 이온교환막 내의
향상된 이온 채널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높은 양성자 전도

미소 이온 전도 특성 및 이온 채널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EFM를 사용하였다. EFM은 표면 전하 분포를 얻기 위해
샘플과 탐침 사이에 DC 바이어스 전압을 인가한다. 이때
탐침과 샘플 홀더 사이에서는 전기장이 형성이 될 것이다.
또한 유전체인 이온교환막은 탐침과 샘플 홀더 사이의 전기
장으로 인해 반대방향으로 분극이 발생할 것이다. 일반적으
로 탐침을 구형으로 가정할 경우 대전된 표면과의 전기장은
Fig. 3에서의 점선으로 된 전기력선으로 표현할 수 있다.
탐침과 샘플 사이의 전기장의 강도는 탐침으로부터 수직
그리고 횡측 방향으로 가까울수록 강하고 멀어질수록 약해
진다. 만약 탐침을 원통으로 가정할 경우 원통과 샘플 표면
사이는 축전기로 근사할 수 있으며 이들 사이의 전기장은
균일하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인가된 바이어스 전압으로 인해
샘플 홀더 근처 (+2 V가 가해짐) 의 이온교환막에 존재하
는 물의 일부에서 전기 분해가 발생하여 양성자가 생성될
것이다. 생성된 양성자는 Fig. 3과 같이 샘플 홀더와 탐침
사이의 전기장으로 인해 이온 채널을 따라 이동할 것이다.
탐침이 이온교환막을 이동하는 동안 양성자의 밀도가 높은
지역 즉 이온 채널의 밀도가 높은 지역에 위치할 경우 강한
인력이 작용하여 진동하는 탐침의 위상차가 발생할 것이다.
샘플과 탐침 사이에 바이어스 전압이 인가될 때 탐침에
작용하는 힘은 크게 두 종류의 힘이 동시에 작용한다. 첫째
힘은 표면 전하에 의한 쿨롱힘이고 둘째 힘은 외부 전기장
내의 유전체의 경우 분극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탐침과
표면 사이에 작용하는 분극에 의한 정전기력이다. 탐침과
(VEF M − V0 )
이고 분극에
표면 전하의 쿨롱힘은 Fc = q
z
1
2
의한 전기력은 FP = −αVEF
M 3 이다 [16]. EFM에서의
z
위상차 Φ 는 힘구배 (force gradient) 에 비례한다. 만약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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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lor online) (a) EFM Image, (c) Line Profile,
and (e) Histogram under Negative Bios Voltage and (b)
EFM Image, (d) Line Profile, and (f) Histogram under
Positive Bios Voltage.
을 원통으로 근사한다면 위상차 Φ 는 다음의 식 (2) 와 같이
표현된다 [16].
∆Φ = −

)
q
3α 2
Q(
− 2 VEF M + 4 VEF
M
k
z
z

(2)

여기서 Q 는 캔틸레버의 큐 인자 (quality factor) 이며, k
는 캔틸레버의 용수철 상수, q 는 표면 전하량, VEFM은
바이어스 전압, α 는 물질의 분극율 (polarizability), 그리고
z 는 팁과 표면의 거리이다. 팁-표면의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한다면 식 (2) 는 다음의 식 (3) 으로 나타낼 수 있다
[16].
2
∆Φ = AVEF M + BVEF
M

(3)

Q 3α
Q
q 이며 표면 전의 함수이며 B = −
2
kz
k z4
이며 시료 표면의 분극율의 함수이다. 식 (3) 의 의미는 위
여기서 A =

상차는 표면 전하와 표면의 분극율에 의존하며 표면 전하가
우세할 경우 양의 값을 전기 분극 정도가 커질 경우 측 표면
전하가 작을 경우 음의 값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Fig. 4는 이온교환막의 동일한 부분에 바이어스 전압을 -2
V와 2 V를 주어 측정한 EFM 이미지와 그에 따른 라인프로
파일, 그리고 히스토그램이다. 이는 앞서 가정한 바이어스
전압에 의한 전기분해 그리고 양성자의 이동으로 인한 표면
전하의 측정을 검증하기 위해 진행하였다. 바이어스 전압을
-2 V를 인가할 때 전기장의 방향은 탐침 쪽이 아니라 샘플

홀더를 향하게 되고 전기 분해를 통해서 형성된 양성자는
샘플 홀더 쪽을 향해 이동함으로 탐침에 작용 힘은 전기
분극을 통한 힘이 우세하게 되고 음의 위상을 보일 것이다.
2 V의 바이어스 전압을 인가할 때 전기장의 방향은 탐침을
향하게 되고 양성자는 탐침 쪽 표면으로 이동을 할 것이다.
이 경우 탐침에 작용하는 힘은 양성자와 팁 사이의 쿨롱힘이
우세하게 되고 양의 위상차를 보일 것이다.
Fig. 4(a) 는 -2 V의 바이어스 전압을 인가한 합성 이온
교환막의 1 µm × 1 µm EFM 이미지이다. 이미지 왼쪽의
막대는 위상차의 정도를 색으로 보여준다. 이미지는 하단의
붉은 색으로 나타난 아주 작은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
로 연녹색의 한 가지 색만을 보여준다. 이는 표면의 위상차
분포가 균일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선택된 지점 (붉은 선) 의
위상은 약 -54◦ 인 것을 4(c) 의 라인프로파일을 통하여 확인
가능하다. 그리고 히스토그램을 통하여 이미지 전체에 대한
위상차 분포에 정량적인 값을 확인할 수 있다. 표면 전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픽셀들의 대부분이 -50◦ 근처에 모여 있
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는 가정과 같이 샘플 표면으로
이동한 양성자가 작아 분극에 의한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Fig. 4(b) 는 2 V 바이어스 전압을 인가했을 때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동일한 지역 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히 -2 V와 다른 위상차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
적인 위상차의 분포는 50◦ 로부터 -50◦ 까지 변하고 있으며
특별한 규칙성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으며 무작위로 분포
되어 있다. 이러한 위상차의 분리는 이온 채널 네트워크를
통하여 충분히 많은 수의 양성자가 이동을 하여 탐침과 표면
사이의 쿨롱힘이 우세하게 되는 지역과 양성자의 이동이
충분하지 못하여 분극에 의한 정전기력이 우세한 지역으로
나눠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Fig. 4(d) 의 라인프로파일은
바이어스 전압을 2 V로 선택했을 때 -2 V의 위상과 비교하
여 위상의 변화가 명확히 보여지고 있다. -2 V 일 때 -54◦
에서 위아래로 작게 진동하던 위상차의 변화가 2 V의 전
압에서는 10◦ 에서 -30◦ 까지 크게 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히스토그램은 이미지 전체의 위상차의 분리에 대하여
정량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대부분의 픽셀은 -50◦ ,
0◦ , 그리고 40◦ 에 위치해 있으며 이는 양성자의 이동에 의한
전하 분포가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으며 이는 이온 채
널의 형성 또한 균일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결과는
앞서 가정한 양성자의 이동을 통한 이온교환막 표면의 이온
채널 형성에 관한 마이크로스코픽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Fig. 5는 Nafion의 모폴로지 (a) 와 EFM 이미지 (b) 그리
고 각 이미지의 라인프로파일 (c), (d) 들이다. 순수 Nafion
의 모폴로지는 주목할만한 구조를 보여주지는 않는다. 전체
적으로 큰 고저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수 나노미터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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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lor online) (a) Topography and (b) Phase
Image of Pristine Nafion.

Fig. 6. (Color online) (a) Topography and (b) Phase
Image of MSU-F-SiO2 /Nafion Composite Membrane.

굴곡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관찰된다. 표면의 거칠기는

사이의 바이어스 전압 그리고 양성자의 이동으로 설명이

제곱평균제곱근 (RMS) 의 경우 0.877 nm 정도를 보여준

가능하다. 샘플 홀더 쪽에 2 V의 전압이 인가되면 전기장은

다. 모폴로지와 동시에 얻어진 EFM 이미지는 모폴로지와

샘플 홀더로부터 팁 쪽으로 형성이 되며 유전체인 Nafion

유사점을 보여주나 세부적인 이미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에서는 분극이 일어나 전기장의 탐침쪽 표면으로는 양의

EFM 이미지에서 좌측 중간 지점의 어두운 부분은 구체적인

전하 그리고 샘플 홀더 쪽으로는 음의 전하가 대전 되게

형태는 다르나 모폴로지에서 유사한 경향을 보여준다. 전

된다. 이때 탐침과 표면 사이에서는 인력이 작용하게 되며

하가 균일하게 분포하였을 때 표면과 탐침이 면하는 면적에

이미지는 전체적으로 양의 위상 값을 보여줄 것이다. 또한

따라 EFM 이미지는 영향을 받을 것이다. 식 (2) 에와 같이

이온 채널을 따라 이동한 양성자 역시 표면의 위상 변화에

위상차는 표면의 전하량 q 그리고 분극율 α 에 비례한다.

영향을 줄 것이다.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양성자가 모여

이는 팁과 샘플 표면이 면하는 넓이가 굴곡에 따라 달라지기

있는 이온채널들로 형성된 이온 구역의 경우 주변보다 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표면의 굴곡이 큰 경우 탐침이 샘플의

위상을 보여줄 것이다.

빗면에 면하는 경우 면적은 아주 좁아지게 되고 탐침이 탐지

Fig. 6은 합성 이온교환막의 모폴로지 (a) 와 EFM 이미

할 수 있는 표면 자체가 작아지므로 낮은 알짜 표면 전하를

지 (b) 를 보여주고 있다. 합성이온교환막의 표면은 Nafion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표면이 상대적으로 편평할

과 비교하여 명확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Nafion의 표

경우 탐침과 표면이 면하는 면적이 상대적으로 커질 것이고

면이 수 나노미터 정도의 아주 작은 굴곡으로 이루어진

높은 알짜 표면 전하 분포를 보여 줄 것이다. 일반적으로

반면 합성 이온교환막의 표면은 MSU-F-SiO2 의 영향으로

표면의 전하 분포가 아주 크지 않을 경우 EFM 이미지는

인하여 표면의 전반적인 변화가 일어나 상대적으로 크기가

어느 정도 모폴로지에 의한 영향을 포함할 수 밖에 없으며

큰 굴곡들이 표면 전체에 형성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

Nafion의 EFM 이미지에서 모폴로지와 유사한 부분은 이를

이미지의 중간 부분에 선택된 라인프로파일은 통해 좀 더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자세한 모폴로지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선택된 지점에서의

Fig. 5(b) 에서와 같이 EFM 이미지는 전반적으로 양의

표면은 수십에서 수백 나노미터 정도의 간격이 수십 나노

위상차를 가지며 극단적인 위상차의 변화는 보여주지는

미터 정도의 높이로 굴곡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면의

않는다. 상단의 어두운 부분은 모폴로지 상단에서 보이는

제곱평균제곱근 (RMS) 거칠기는 16.4 nm이며 이는 0.877

바와 같이 탐침에 먼지 등이 붙거나 하는 등의 조건 변화로

nm인 나피온에 비해 19배 정도 표면이 더 거칠어 졌음을

인한 것으로 보인다. 표면의 위상차 변화는 라인프로파일을

의미한다. 이는 합성에 의해 표면의 비면적이 증가하였다는

통해서 확인 가능하다. Fig. 5(b) 에서 선택된 부분 (붉은

것을 의미한다. 합성 이온교환막의 EFM 이미지는 모폴로

◦

◦

선) 의 위상은 20 에서 10 사이를 불규칙하게 변하고 있

지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으며 동일한 지점에 선택된 라인

다. 또한 수에서 수 십 나노 미터 정도의 간격이 2◦ ∼ 3◦

프로파일 통해 명확히 판단할 수 있다. 라인프로파일에서

위상 차이를 굴곡이 져 있음이 보인다. 이미지 전체에서는

가장 큰 모폴로지 변화는 300 nm 근처에서 관찰되나 EFM

◦

평균 위상은 14.2 를 가진다. 이 결과는 탐침과 샘플 홀더

이미지에서는 큰 변화를 보여주지는 않는다. 또한, 600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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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 지점의 경우는 양성자
의 이동이 상대적으로 작아 표면에 도달한 양성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이다. 이는 합성 이온교환막 내부의
이온 채널 네트워크가 적절하게 형성 되지 않았다는 것이며
MSU-F-SiO2 가 폴리머 매트릭스 내에 합성되는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불연속성을 형성하여 이온 채널들이 네트워크
를 구성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Nafion과 MSU-F-SiO2 합성이온교환막의 히스토그램을
통하여 정량적인 분석을 진행하였다. Fig. 7(a) 는 나피온의
EFM 이미지의 히스토그램이며 정규분포의 형태를 보여주
고 있다. 히스토그램의 최대 값은 15◦ 이며 FWHM은 7.1◦
가진다. 이 결과는 대부분의 위상이 15◦ 에 모여 있으며 이는
표면의 전하 분포가 균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Fig. 7(b)
와 같이 합성 이온교환막은 두 개의 피크를 각각 37◦ 그리고
-40◦ 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37◦
근처의 위상을 보이는 영역은 이온 채널네트워크를 통과한
양성자의 밀도가 높은 영역이며 -40◦ 근처의 위상을 보이는
영역은 표면의 양성자가 거의 존재하지 않은 지역이라 할
수 있다.
2
식 (3) 의 유도전하 항 BVEF
M 은 분극에 의한 탐침과

표면 사이의 힘구배를 의미한다. 유도전하가 전체 적인
Fig. 7. (Color online) (a) Histogram of pristine Nafion
and (b) MSU-F-SiO2 /Nafion Composite Membrane.

2
위상차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 BVEF
M 을 계산하였다.

분극율 α 는 Clausius-Mossotti equation
εr − 1
Nα
=
(εr + 2)
3ε0 V

근처에서 모폴로지는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으나 EFM 이

(4)

미지는 가장 큰 위상의 변화를 보여준다. 이는 전반적으로

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21]. 이때 Nafion의 몰 부피는 571

표면 전하의 밀도가 높아 모폴로지의 효과를 상쇄할 수 있기

cm3 /mol [22], 그리고 비 유전율은 10 [23]를을 사용하였다.

때문이다.

2
−4
BVEF
의 아주 작은 값을 가졌으며 AVEF M
M 은 2.0 × 10

전체적인 EFM 이미지에서는 명확한 위상차의 분리가

과의 차이인 위상 값이 훨씬 큰 값을 가진다는 것을 고려할

나타나 있다. 이미지에서 붉은 색과 녹색은 양의 위상차를

때 양의 위상을 보이는 범위에서는 분극에 의한 전기력은

보여 주며 청색은 음의 위상차를 보여준다. 표면은 전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양의

적으로 비슷한 값을 가지는 두 위상 값으로 명확히 구분이

위상차를 보이는 지역은 전적으로 전기분해를 통해 형성된

된다. 녹색 부분의 위상은 약 40◦ 정도의 값을 가지며 청색

양성자의 이동으로 인한 쿨롱힘에 비례한다는 것을 의미

부분은 -50◦ 정도의 값을 가진다. 이는 탐침과 샘플 표면

한다.

사이의 전기적 상호작용이 큰 변화를 보여주지 않은 Nafion

음의 위상 차이를 보이는 지역은 이온 채널 네트워크를 통

과 비교하여 주목할 만하게 변화하였음을 의미한다. 우선

과한 양성자가 거의 존재하지 않아 분극에 의한 정전기력이

40◦ 의 위상은 탐침과 표면 사이에 양성자의 밀도 증가로 인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MSU-F-SiO2 의 강한 친수성과

한 쿨롱힘이 우세하게 작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온

수 나노미터 정도의 공극은 이온교환막의 이온 채널 네트워

채널의 밀도가 주변보다 높아 많은 수의 양성자가 표면으로

크의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폴리머 매트릭스 내부

이동을 하였고 이를 탐침이 기록한 것이다. 위상 값은 식

구조의 연결성을 방해하여 특정한 지점에서의 이온 채널

◦

(2) 에서와 같이 표면의 전하와 비례하므로 나피온의 14.2

네트워크 형성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보다 큰 값은 이 영역의 전하량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무기 충전물의 부정적인 영향은 여러 연구에서 발표된 무기

의미하며 동시에 이온 채널의 밀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

충전물의 질량비가 증가할수록 오히려 양성자 전도도가 감

◦

다. -40 의 경우 탐침과 표면 사이에서는 쿨롱힘이 거의

소하는 현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4,24]. 음의 위상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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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지역은 MSU-F-SiO2 와의 합성에 이온 채널 네트워
크의 형성이 상대적으로 방해를 받은 지역이라 추정할 수
있다.
Nafion과 MSU-F-SiO2 /Nafion 합성이온교환막의 양의
2
위상 차이를 보이는 영역에서는 BVEF
M 값을 무시할 수
있다. 그러므로 두 이온교환막의 위상 값 차이는 식 (3) 의
첫 번째 표면 전하 항 AVEF M 에 전적으로 의존할 것이다.
위상차는 A에 포함된 전하량의 함수라 할 수 있다. Nafion
Q
의 평균 위상 14.6◦ 와 AVEF M = Kz
2 qVEF M 을 이용하여
근사적으로 이온채널에서의 전하량과 양성자 수의 계산이
가능하다. 전하량 q 는 약 3.7 × 10−17 C의 값을 가지며
기본 전하량 e 로 나눌 경우 탐침과 면하는 부분의 양성자의
수는 약 230개 정도가 된다. 이 값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온교환막의 옴성 저항과 바이어스 전압을 이용
하여 옴의 법칙을 이용하여 탐침과 면하는 부분의 전류를
계산하였다. 이때 전류 값은 2.3 × 10−11 A이다. 균일한
전기장 하에서 양성자가 저항 없이 50 µm를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4.8 × 10−6 s이다. 평균 전류 I = N q/t 이며
N 은 이동한 전하의 수이고 q 는 전하량이다. 이를 이용하면
샘플 홀더로부터 이동한 양성자수의 계산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약 500개이다. 이 결과는 EFM을 통해 측정한 양성
자의 2배 정도가 되나 계산 과정에서 이동 거리를 직선으로
그리고 계산을 위한 면적을 이온채널들의 면적이 아니라
탐침 아래의 면적으로 단순화 하였으므로 상대적으로 큰
값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계산과정에서의 가정을
고려하면 EFM을 통한 표면전하 수의 측정은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여 MSU-F-SiO2 /Nafion
합성이온교환막의 전하량과 표면 전하의 수를 계산하면 약
9.3 × 10−7 C 그리고 700개이다.
표면의 전하량 및 전하 수는 이온 채널을 통해 이동한
양성자의 알짜 전하량과 수이고 이것은 수화에 의해 형성된
이온 채널의 밀도와 비례할 것이다. 합성 이온교환막과
Nafion의 전하 항의 비 ASiO2 /ANafion 는 2.5정도의 값을
가지며 이것은 MSU-F-SiO2 합성 이온교환막의 선택된 영
역에서의 이온 채널의 밀도가 Nafion과 비교하여 월등히
높음을 의미한다. 이는 MSU-F-SiO2 를 충전제로 사용하여
저습환경에서도 상대적으로 원활한 수화가 일어나 이온교
환막의 전도도 향상이라는 목적이 충분히 달성됨을 의미한
다. 그러나 앞서 측정한 MSU-F-SiO2 /Nafion 합성 이온교
환막의 50% 정도의 양성자 전도도 향상과는 잘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EFM 이미지는 256×256개의 픽셀로 구성되어 있다. 각
각의 픽셀은 20 nm 정도의 반지름을 가진 팁에 의해서
측정한 알짜 전하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히
스토그램의 면적을 구하게 되면 이는 이미지 전체 영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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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인 알짜 전하의 정보를 알려주며 동시에 전체 영역의
이온 채널의 상대적인 밀도 정보를 알려준다. Nafion 의
경우 히스토그램의 전체 면적은 707168을 가지며 이 값은
특별한 차원을 가지지 않는다. 합성 이온교환막의 경우
전체 히스토그램의 영역을 구한 것이 아니라 음의 위상을
보이는 부분은 양성자 전도도가 상대적으로 작으므로 히
스토그램에서 양의 위상을 가지는 피크 부분의 면적을 구
하였다. 이때의 값은 998044이다. 이 두 값을 비교해 볼
경우 MSU-F-SiO2 /Nafion 합성이온교환막이 40% 정도 더
큰 면적을 가지며 이는 이미지의 전체 영역 고려할 때 이온
채널의 밀도는 약 40% 정도 합성 이온교환막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IV. 고 찰
개음극 형태의 연료전지의 가습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강한 친수성을 가짐과 동시에 메조포
러스 구조를 통해 저수지 역할이 가능한 MSU-F-SiO2 을 이
용하여 MSU-F-SiO2 /Nafion 합성 이온교환막을 제작하고
양성자 전도도 및 저습 환경에서 성능 평가를 진행하였다.
또한 EFM 을 사용하여 MSU-F-SiO2 합성이온교환막의
표면의 마이크로스코픽한 이온 채널 및 도메인의 변화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몇 가지 주목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MSU-F-SiO2 합성이온교
환막은 Nafion과 비교하여 모든 상대습도 영역에서 50%
정도의 양성자 전도도 향상을 나타내었으며 MSU-F-SiO2
합성이온교환막을 사용하여 제작한 싱글 셀은 나피온을
사용한 싱글 셀과 비교하여 동일한 습도에서 20% 이상의
성능향상을 보여주었다. 양성자 전도도 및 성능의 증가는
합성이온교환의 상대적으로 우수한 흡습성에 의한 높은
이온 채널 네트워크의 생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EFM을 사용하여 이온교환막 표면의 이온 채널 및 이온
영역 분포에 대한 측정 및 분석 방법을 제안하였다. EFM
에 측정 결과는 Nafion이 15◦ 정도의 위상차만을 보여준
반면 합성이온교환막은 40◦ 와 -50◦ 의 명확한 위상차의 분
리 현상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현상은 합성이온교환막이
MSUF-SiO2 의 영향으로 인해 이온 채널 네트워크가 어떤
영역 (양의 위상차) 은 잘 형성되었으며 어떤 영역 (음의
위상차) 은 방해를 받았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동시에 강한
흡습성 및 저수지 역할을 하는 공극의 존재로 인하여 동일
한 상대습도에서 Nafion에 비해 우월한 이온 채널 형성을
보여주었으며 이로 인해 불균일한 이온 채널 네트워크의
형성에도 불구하고 MSU-F-SiO2 /Nafion 합성이온교환막
은 평균적으로 우수한 양성자 전도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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