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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원료 물질이 가진 화학에너지를 기계적인 에너지로
변환시키지 않고 전기화학적 변환방법을 이용하여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연료전지는 장시간의 충전과
정을 거치는 2차 전지와는 달리 연료가 외부에서 지속적
으로 공급되는 한 계속해서 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일
종의 발전장치이다. 최근에는 화석연료의 과도한 사용
에 따른 환경오염과 석유 가격 급등의 영향으로 환경오
염원의 배출이 적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연료전지에 대
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연료전지는 1842년 영국의 물리학자 W. Grove에 의
해 최초로 발명되었으며 그는 황산에 담근 2개의 백금
전극에 수소와 산소를 공급하여 전류를 만드는 실험에
성공하였으나 전류가 매우 작아 실용화에 성공한 증기
기관의 그늘에 가려 실용화 연구로 연계되지 않았다.
1922년 Rideal과 Evans에 의해 연료전지 개념이 정리되
었으며 1932년 Bacon에 의해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었
다. 1960년대 초반부터 우주선 및 잠수함과 같이 단위
부피당 높은 발전 출력이 요구되는 곳에 응용하기 위해
활발히 연구되었으며, 1969년 달 탐사선인 아폴로 우주
선에서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로 채택되어 달나라에 다
녀오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정부 주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연구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연료전지는 작동온도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나, 본 지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고분자전
해질 연료전지 (Polymer Electrolyte Membrane Fuel
Cell, PEMFC)와 직접 메탄올 연료전지 (Direct Methanol
Fuel Cell, DMFC)는 상온부터 100℃이하에서 작동하며
전해질로 고분자 물질을 사용하는 연료전지로서 에너지
밀도가 높고 휴대가 가능하거나 소규모 발전이 가능하
여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다. 

2. 연료전지의 기본원리 및 역사

연료전지는 물의 전기분해와 반대되는 원리로 물을
전기분해할 때는 외부의 전기를 통해 물을 수소와 산소
로 분해하는 반면에 연료전지는 수소와 산소를 전기 화
학적으로 반응시켜 전기를 발생시킨다. 이를 화학반응
식으로 표기하면 아래와 같다. 

연료극(음극) : H™ → 2H±+2e

공기극(양극) : 1/2O™+2H±+2e →H¡O

전체반응 : H™+1/2O™ →H™O+전기

연료극의 연료로 사용되는 수소는 단독으로 자연계에
존재하기 않아 다른 물질로부터 추출해야 하는데 수소
를 여러 가지 연료에서 추출하는 것을‘개질(改質)’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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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며, 가정용 연료전지의 병합발전 (cogeneration)
은 도시가스, LPG, 등유에서, 연료전지 자동차는 메탄올,
가솔린 등에서 수소를 추출하며 공기극에 공급되는 산
소는 공기 중에 있는 것을 이용하게 된다. 연료전지는 그
림 1의 전극과 전해질을 한 세트로 하여 여러 장 적층한
것을 하나로 결합한 형태를 스택(stack)이라고 칭하며
(그림 2), 연료전지 시스템은 연료인 수소의 저장 (또는
공급) 부분, 연료전지 스택 (stack), 스택을 제외한 시스
템을 작동시키는데 필요한 주변장치 (BOP)로 구성되며
자세한 구성도는 그림 3에 나타내었다.

전체적인 연료전지의 역사는 170년 전으로 거슬러 올
라가며 그동안 일어났던 획기적인 발견을 그림 4에 년도
별로 요약하였다. 앞서의 서론에서 밝혔듯이 연료전지
의 역사는 183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영국인 Groove
경에 의해“gaseous voltaic battery"로 명명된 것을 ”
Philosophical Magazine and Journal of Science“ (1839)
에 발표된 것을 연료전지의 시초로 간주한다. 그 논문에
서 그는 50셀의 gas battery를 제조하였고 물의 전기분해
를 위해 최소 26셀이 필요하다고 발표하였다. 그 당사 발
표된 논문에 실린 셀 구조를 그림5에 나타내었다. 

그림 1  연료전지작동원리및기본구조

그림 4  연대별연료전지발전역사

그림 5  William R. Grove경에 의해 발표된 논문에 실린 연료전지와
이를조합한전기분해장치

그림 2  연료전지스택

그림 3  연료전지시스템구성도 (예⃝ 고분자전해질연료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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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료전지의 종류

연료전지는 이온의 전도를 담당하는 전해질의 종류
또는 작동온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된다. 전체적인
반응과 물질 이동, 소재에 대한 개략도는 표 1과 그림 5
에 나타내었다.

●고분자전해질 연료전지 (Polymer Electrolyte Membrane

Fuel Cell, PEMFC)의 개발은 최초에 우주선이나 군사
용의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1970년대 초의 오일 파
동 이후 본격적으로 민수용 개발이 진행되었다. 기본
적으로 PEMFC의 단위 셀은 고분자전해질막(Polymer
Electrolyte Membrane)에 의하여 분리된 연료극 (음
극, Anode)과 공기극 (양극, Cathode)의 두 전극으로
구성되었고, 각 셀은 분리판(Separator)에 의하여 분
리 되고 있다. PEMFC의 전기화학 반응은 연료극
(Anode)에서의 수소는 H+와 전자를 공급하며, 이 전
자가 외부회로를 통해 흘러서 음극에 도달하며, H+는
수소 이온교환막을 통해 확산하여 음극에 도달하고
산소와 반응하여 물을 생성한다. 고분자전해질 연료
전지는 저온인 60-80℃에서 동작이 가능하며, 높은 전
류밀도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고분자전해
질 연료전지는 저온에서도 빠른 시동능력이 있으며,
소형화할 수 있으며, 가벼운 전지를 만들 수 있어서
이동 전원으로 매우 적합하고 사료되고 있다.

●직접메탄올연료전지 (Direct Methanol Fuel Cell, DMFC)

의 작동 원리는 고분자전해질 연료전지(PEMFC)와 같
다. 다만 원료로써 H2 대신 메탄올을 사용한다.
DMFC는 메탄올을 직접, 전기화학 반응시켜 발전하
는 시스템이다. 전해질은 이온 교환막을 사용한다.
작동온도는 상온에서 100℃까지로서 비교적 저온이
다. PEMFC와 비교하여 개질기를 제거할 수 있으며,
시스템의 간소화와 부하 응답성의 향상이 도모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반응 속도가 낮은 것
에 의한 저출력 밀도, 다량의 백금 촉매의 사용과 메
탄올과 산화제의 Cross Over (고체 고분자 막을 통과
하는 것) 등의 단점도 있다. 직접메탄올 연료전지는
전해질 층을 사이에 두고 연료극과 공기극으로 구성
된다. 이 두 전극은 탄소 섬유 종이와 같은 다공성의
전도성 지지체 위에 백금/탄소, 백금+루테늄/탄소 등

의 촉매층을 부착시켜 제조된다. 메탄올과 물은 전기
화학적으로 반응하여 (메탄올은 산화됨) 음극에서 이
산화탄소, 수소이온 및 전자를 생성한다. 반응을 통하
여 음극에서 생성된 수소이온은 고분자 전해질을 통
과하여 양극으로 이동하여 산소와 반응(보통 공기로
부터)하여 물을 생성한다. 음극에서 생성된 전자들은
화학반응의 자유에너지 변화와 함께 외부회로를 통
해 이동한다. 메탄올과 산소가 반응하여 물과 이산화
탄소를 생성한다.

●인산형 연료전지 (Phosphoric Acid Fuel Cell, PAFC) 기
술은 20년 이상 개발되고 개선되어 왔고, 전기 생산에
비교적 순수한 수소 (70% 이상)를 요구한다. 인산형
연료전지 내의 전극은 탄소 지지체의 표면적 위에 촉
매로써 백금이나 백금 혼합물을 포함한다. 인산형 연
료전지의 운전 온도는 약 200℃이며 현재까지 순수한
발전효율은 40∼50% 정도이다. 이 수준보다 높은 효
율을 갖기 위해서는 전지와 스택 구성품의 지속적인
개발에 의한 종합시스템 제어에 의존하여야 한다. 일
례로 인산형 연료전지의 반응이 발열반응이므로 연
료전지가 반응온도인 200℃로 유지함이 최적인 운전
조건이 된다. 따라서 연료전지 반응 시 반응열을 냉각
시켜야 하며 이때 생성되는 반응열을 이용하면 효율
을 70%이상 높일 수 있다. 

●용융 탄산염 연료전지(Molten Carbonate Fuel Cell,

MCFC)는 전해질로 낮은 용융점을 가지는 탄산리튬
(Li2CO3)과 탄산포타슘(K2CO3)의 혼합물을 사용하며
전극은 다공성 니켈로 만든다. 전극의 부식성과 내구
성은 아직 개발에 중요한 애로점이다. 용융탄산염 연
료전지 기술의 장점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및 수
소에 대하여 내성이 있는 점이다. 이것은 일산화탄소
와 이산화탄소를 분리하는 공정을 필요로 하는 다른
것들보다 초기 투자비가 낮고 시스템 설계가 매우 단
순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용융탄산염 연료전지의
운전 온도는 약 650℃이고, 전지 스택의 열로 전지 내
부의 탄화수소 기체의 개질을 허용한다. 내부 개질의
장점은 30% 또는 그 이상의 비용을 감소시킨다. 

●고체산화물형연료전지 (Solid Oxide Fuel Cell, SOFC)는
ZrO2의 고체산화물을 전해질로 사용하기 때문에 액체
전해질 때문에 생기는 제반문제를 피할 수 있고,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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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가 1000℃로 높아 용융탄산염 연료전지가 갖고
있는 장점을 모두 갖고 있다. 반면 고체산화물 연료전
지는 높은 온도에서 내열성, 내구성, 내전도성을 가진
고온 재료의 개발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재료의 개발
및 선정이 주요 연구 대상이 되고 있다. 고체산화물형
연료전지의 특징은 탄화수소를 직접 전기로 변화시
킬 수 있는데 있다. 전해질은 안정화된 산화지르코늄
층이고 양극은 안정화된 산화이트늄으로 된 지르코
늄으로 만들어졌고, 음극은 니켈-지르코늄 세라믹 합
금으로 만들어졌다. 고체산화물형 연료전지의 가장
독특한 특성은 운전 온도는 약 800℃ 이상으로써 매
우 높다는 것이다. 이 온도에서는 수소와 일산화탄소
의 전기화학적 산화 반응이 일어나고 촉매 없이 연료

가 개질된다. 

●알칼리연료전지(Alkaline Fuel Cell, AFC)는 1960년대 우
주선에 전력과 물을 공급하기 위해 개발된 연료전지

로서 전해질로 수산화칼륨과 같은 알칼리를 사용하
고 연료는 순수 수소를 쓰며 산화제로는 순수 산소를
사용한다. 알칼리 연료전지는 여타 연료전지에 비해
역사가 가장 오래된 연료전지이지만 알칼리용액이
이산화탄소에 민감하여 개발이 늦어졌으나 우주선이
나 잠수함과 같은 특수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 또
한, 저온에서 (80℃ 이하) 작동하지만 PEMFC나
DMFC와 달리 귀금속 촉매가 아닌 니켈(Ni)과 은(Ag)
을 사용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우수하다.

표1  연료전지종류와특징

AFC PEMFC DMFC PAFC MCFC SOFC

전해질 KOH 고분자막 고분자막 인산 탄산염 고체산화물
이온전도체 OH- H+ H+ H+ CO£¤ — O¤

작동온도(℃) 상온~80 상온~80 상온~80 150~200 600~700 800~1000
연료극 백금또는다공성니켈 백금 백금-루테늄 백금 니켈-크롬 니켈
공기극 백금또는은(Ag) 백금 백금 백금 산화니켈 페롭스카이트

(금속산화물)
발전효율(%) ~35 35~42 ~35 35~42 50~65 50~65
산화제 공기 공기 공기 공기 공기+CO2 공기
연료 수소 수소 메탄올 수소 수소 수소
용도 우주선, 잠수함

가정용, 자동차 휴대용전자기기 건물용발전시스템 발전플랜트 발전플랜트등특수용도

그림 1  연료전지작동원리및기본구조

(a) 알칼리형연료전지
(b) 고분자전해질연료전지및

인산형연료전지
(c) 용융탄산염연료전지 (d) 고체산화물연료전지

그림 3  연료전지의연료및산화제의반응과이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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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료전지의 특징

연료전지는 배기가 대단히 깨끗해 환경에 친밀한 특
성을 가지고, 얼마의 소용량으로도 효율이 높고, 더욱이
폐열의 유효 이용에 의하여 종합 에너지 효율의 향상이
도모할 수 있어 신에너지의 하나로 위치하고 있으며, 보
급 촉진이 기대되고 있다. 연료전지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효율 : 연료전지는 연료의 연소과정과 열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과정이 없어 기존에너
지원보다 효율이 10~20% 정도 높아진다. 연료전지와
타 동력기관의 효율을 비교한 것을 그림 6에 나타내
었다.

●무공해 : 연료전지는 연료로써 화석연료를 사용하므
로 개질기에 의한 조작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경우
탈황, 분진제거를 충분히 할 수 있어서 SOx와 분진의
방출은 거의 없으며 이산화탄소의 발생량도 기존의
내연기관보다 월등히 낮다. 연료전지 반응의 생성물
은 이론적으로는 물 뿐이기 때문에 연료전지로부터
발생하는 공해물질은 없다.

●열의 유효이용 : 반응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유효
하게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전기와 열을 동시에 발
생하는 코제네레이션 (cogeneration) 시스템에 최적
이다. 가정용 연료전지의 경우 투입한 도시 가스의 에
너지의 약 40%가 전기로, 약 40%가 온수나 증기로 되
고, 종합적으로는 약 80%가 유효하게 이용할 수 있는
뛰어난 장치이다. 

●설치의간편성 : 전력의 요구 조건에 맞추어 용량의 조
절이 용이하며 도서산간지역 또는 섬 지역, 고립된 지
역에 독립적인 설치와 운전이 가능하다. 또한 연료전
지를 이용해 발전을 할 경우 공해요인이 없으므로 도
심지 속에서의 건설이 가능하고, 다른 발전방식에 비
해 소요면적이 적으며 지속적인 냉각수 공급이 불필
요하기 때문에 발전소용 부지의 선정이 용이하다. 

●연료의 다양성 : 연료전지는 수소로 동작하나 수소는
개질과정에 의해 생성되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연
료가 이용 가능하다. 순수 수소 이외에 천연가스, 바
이오가스, 메탄올, 에탄올 및 가솔린 등이 연료의 후
보로 거론되고 있다. 또한 화력발전 대체 발전시설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MCFC나 SOFC에서는 수소뿐
만 아니라 CO를 연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석탄가스의
사용이 검토되고 있다. 재생 가능 에너지로부터 수소
를 생성하는 방법으로는 바이오 가스 개질 이외로 태
양발전과 풍력발전에 의해 얻어진 전력으로 물을 전
기분해하여 수소를 생성하는 방법이 있으며, 최근에
는 고온가스로부터 물의 열화학 분해에 의해 수소를
생성하는 기술이 연구되고 있다.

●저소음, 저진동 : 기계적 구동부분이 없고, 가스공급기
등에 약간의 소음, 진동 등이 있을 뿐이므로 기계식의
발전기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적다. 

(a) 

(b) 

그림 6  연료전지와타동력기관과의효율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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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료전지 시장규모 및 정책

전세계 연료전지 시장을 보면 우주선, 잠수함 등 특수
용도에선 상업화 단계에 진입하였으나, 그 외의 응용분
야에서는 아직까지 시장 형성이 미숙한 단계로 파악된
다. 발전용 연료전지는 2008년부터 상용화가 시작되어
정부의 제도적 지원 하에 시장이 형성되는 단계이다. 수
송용 연료전지는 미국 에너지성(United States
Department of Energy, DOE)에서 2005년부터 5년간 3억
6천만달러 규모의 시범 운행 사업을 추진한 사례가 있고
일본에서는 혼다와 도요타에서 2015년부터 일반을 대상
으로 판매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일본, 유럽, 국내 자동차
회사를 중심으로 2015년부터 시장이 활성화되기 시작하
여 2020년에는 연간 50~250만대 정도가 판매될 것으로
전망된다. J-economic Center에 의하면 2020년 연료전지
시장이 금액 기준으로는 PEMFC, 수량 기준으로는 SOFC

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PEMFC의 경우 높은 단가로 주택용 연료전지 보급이 확
산될 것이라는 전망, SOFC는 낮은 단가로 발전용 연료
전지 시장을 장악할 것이라는 전망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미국 에너지성(United States Department
of Energy, DOE)에서는 2020년경 세계 시장 규모가 400
억달러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표 2는 전세계 주
요 연료전지 시장 규모의 추이를 나타낸다.

연료전지 보급의 가장 큰 장애는 가격으로서, 연료전
지 상업화의 가능성은 부품의 단가를 얼마만큼 낮출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현재 선진국에서는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부품의 원가절감 기술 및 대량 생산기술개
발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며, 일본의 가정용/건물용 연
료전지 생산업체들은 현재 대당 300만엔 이상 가격수준
을 2015년 50만엔 수준으로 낮추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
다. 연료전지 스택은 전체 시스템 비용의 60~65%를 차

지하기 때문에 스택의 주요 부품인
전해질막, 촉매, 전극, 세퍼레이터
등의 소재의 가격절감과 혁신이 필
요하다. 연료전지에 적극적으로 투
자하는 기업들도 있으나, 아직 대부
분의 기업은 관망하는 자세이고 장
기간의 실증과 연구개발로 연료전지
가격 저감 및 성능향상은 대폭 이루
어지고 있으나, 현재 정부의 보조 지
원 없이는 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실
정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연료전
지의 기술 포지셔닝을 어디에 초점

표2  전세계연료전지시장규모추이[J-economic Center]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5 2020 2025 2030

PEMFC
천대 2 7 15 27 309 841 1,070 1,990
억엔 167 370 1,036 2,413 9,357 12,556 15,225 16,855

DMFC
천대 0.3 0.6 1.0 4.5 93 272 450 585
억엔 5 8 14 25 200 360 440 530

SOFC
천대 130 225 315 650 3,100 7,200 10,800 15,000
억엔 15 20 30 90 270 550 740 900

MCFC
천대 4 12 16 24 32 36 46 60
억엔 12 32 40 54 70 72 82 100

PAFC
천대 25 35 50 110 125 170 220 320
억엔 8 10 14 30 33 44 55 75

그림 7  정부의그린에너지전략로드맵중연료전지기술개발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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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두고 빠르게 구축하는가 하는 것이 관건이며 또한 정
부 및 지방 자치단체의 지속적인 보조 지원이 절실한 실
정. 이에 따라 전북도에서도 기술 선점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과감한 투자연계가 필요하다. 연료전지의 독창적
장점을 극대화하고, 전체 에너지효율 극대화 관점에서
연료전지와 타 에너지원과의 최적 조합을 찾는 것이 급
선무이다. 전체적인 연료전지에 대한 정부의 로드맵은
그림 7과 같이 추진 중이다.

6. 연료전지의 활용

연료전지는 일종의 발전장치로서 연료의 공급을 통한
전기와 열의 생산이 주목적이다. 이를 활용하여 독립적
인 또는 전력계통과 연계된 연료전지 발전과 이의 활용
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현재, 소형의 경우 메탄올을 이

용한 소형 전자기기의 충전을 위한 휴대용 DMFC 시스
템이 판매되고 있으며, 가정용 연료전지 시스템은 기존
의 가스보일러를 대체하여 도시가스를 사용하여 전기와
온수 및 난방을 가정에서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수소 연료를 이용하는 연료전지 자동차는 유독한 배기
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자동차 (ZEV, Zero
emission vehicle)로서 시내 주행을 통해 내구성 시험 및
로드테스트를 수행하고 있다. 국내의 한 기업은 연료전
지 발전사업을 위해 연료전지 제작공장을 준공하고 발
전용 연료전지 시스템 제작 및 발전사업을 병행하고 있
으며 기술력을 인정받아 이를 해외에 수출하고 있다. 현
재 연료전지는 생활 곳곳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보급 확
대를 위해 정부에는 활발히 노력하고 있다. 아래에는 현
재 국내에서 운전 중이거나 판매되고 있는 각종 연료전
지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다.

도시바휴대폰충전용 DMFC 시스템, Dynario

현대 수소연료전지자동차, 투산 ix

퓨엘셀파워의가정용연료전지“셀빌”이설치된
3L 하우스 (연간 1m2당 연료 3L 사용)

삼성 노트북용및휴대전자기기용연료전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수소충전소

포스코센터(서울 삼성동) 연료전지발전소

프로파워직접메탄올연료전지-리튬배터리
하이브리드스쿠터

GS fuel cell의 가정용연료전지시스템
설치현장

포스코발전용연료전지생산공장 (경북 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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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 언

앞으로 40-50년 후 석유자원이 고갈되고 나면 이를 대
체할 새로운 에너지원이 분명히 존재해야 하며 그 중에
서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수소에너
지이다. 일부 지역에 한정된 석유자원과 달리, 수소에너
지는 국가가 가진 기술력에 따라 자원화가 가능하기 때
문에 우리나라와 같이 지하자원이 부족한 국가의 미래
에너지원은 기술력에 달라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수소를 기반으로 하
는 연료전지 기술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실용화에 있어서는 여전히 해결
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 연료전지 기술 중
PEMFC와 DMFC는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가정, 건
물, 자동차, 휴대용 전자기기 등에 응용이 가능하며 향후
20년 이내에 실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추측된다. 실용화
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연료전지뿐만 아니라 수소의 생
산·저장·공급, 개질기, 주변장치 (기계부품, 전력변환,
전기전자제어 등)의 기술개발이 동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산업의 관련기술이 융합되어야 하며
관련 기업, 연구소, 대학이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을 창조
하여야 한다. 연료전지 기술은 자동차산업과 마찬가지
로 여러 부품들이 상호간에 의존성이 강하기 때문에 다
양한 기업군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보교류가 필요하다.
이러한 융합기술이 바탕으로 기술개발의 한계를 뛰어넘
으면 연료전지의 실용화가 우리 앞으로 성큼 다가올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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