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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방사선이용 알칼라인 음이온교환막 제조기술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표

  ○ 방사선그라 을 이용한 알칼라인 음이온교환막 제조기술을 개발하

여 에 지  환경에 직 인 도움을  수 있는 무공해 연료 지

개발을 진시키고 방사선기술 산업 증 에 기여함

Ⅲ. 연구개발의 내용  범

  ○ 방사선이용 VBC 그라 트된 불소필름 제조기술 개발

  ○ VBC 그라 트된 불소필름과 Amines과의 반응에 의한 음이온교환막 

제조

  ○ 제조된 음이온교환막의 물성  성능평가

Ⅳ. 연구개발결과 

  ○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 그라  기술을 이용하여 알칼라인 연료 지

의 핵심 부품으로 사용가능한 음이온교환막을 제조하기 한 기 연

구를 수행하 음

    - VBC 단량체를 불소고분자 필름에 방사선을 이용하여 그라 트 시

키기 한 조사 조건을 확립하기 하여 다양한 용매와 단량체 농

도에서 실험을 진행하 으며 실험 결과 높은 그라 트율과 필름 내

부까지 그라 트 시킬 수 있는 조건을 확립하 음

    - VBC 단량체가 그라 트된 불소필름을 제조한 후 다양한 화학구조

의 4 종의 아민류(N,N-dimethylbutylamine, trimethylamine, 

N-methylpiperidine, N,N-dimethylaniline)와 다양한 조건에서 반응 

시켜 다양한 음이온교환기를 가지는 막 제조 조건을 확립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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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조된 16 개의 음이온교환막   12 개의 샘 에서 1.1 meq/g이상

의 높은 이온교환용량을 나타내었으며 한 16 개의 샘   12 개

의 샘 이 50% 이하의 함수율을 보임을 확인하 음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건의사항

  ○ 본 자체개발사업을 기반으로 새로 수주한 신규과제에서는 제조된 음

이온교환막의 내구성 향상 기술  성능 개선에 을 맞추어 진행

할 정이며 연료 지 기 성능평가를 한 진행할 정임

  ○ 본 과제에서 개발된 제조 기술을 기반으로 최 의 방사선 그라  

조건을 선정하고 이를 활용할 계획임. 한 제조된 음이온교환막은 

막 극 합체(MEA)조립 과정을 거쳐 알칼라인 연료 지막으로서의 

기 성능 평가를 수행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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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Project Title

   Development of Preparation Methods for Alkaline Anion Exchange 

Membranes by Radiation

Ⅱ. Objective of the Project

  ○ Contribution to the environmentally friendly fuel cell system by 

developing a radiation grafting method for the preparation of 

anion exchange membranes for alkaline fuel cell and finally to the 

radiation technology industry.

Ⅲ.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

  ○ Development of the preparation methods for the VBC-grafted 

fluoropolymer films using radiation.

  ○ Preparation of anion exchange membranes via the reaction 

between the VBC-grafted fluoropolymer films and amines.

  ○ Characterization of the prepared anion exchange membranes and 

evaluation of the performance of the membranes.

Ⅳ. Result of Project

  ○ In this project, fundamental studies for the preparation of anion 

exchange membranes as a key component for alkaline fuel cell by 

using a radiation grafting technique have been performed.

    - Many experiments under various solvents and at various 

concentrations of VBC monomer have been performed to 

establish the irradiation condition for the radiation grafting of 

VBC onto various fluoropolymer fil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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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fter the preparation of VBC-grafted fluoropolymer films, 

various amines with various chemical structures such as 

N,N-dimethylbutylamine, trimethylamine, N-methylpiperidine, and 

N,N-dimethylaniline were reacted with the films to estabilish the 

preparation condition for the anion exchange membrane.

    - 12 samples out of 16 samples showed over 1.1 meq/g high ion 

exchange capacities and 12 samples out of 16 samples showed 

less than 50% water uptakes.

Ⅴ. Proposal for Applications

  ○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incubate project, new project has 

been established. This newely approved project will focuse on 

developing the membranes with high durability and performance 

In addition, the basic performance test of the membrane will be 

performed.

  ○ Based on the technology developed from this project, optimal 

irradiation condition for the anion exchange membrane will be 

established and the condition will be utilized for membrane 

electrode assembly (MEA) and its basic performance test.



- 6 -

CONTENTS

Chapter 1. Introduction

   

Chapter 2. Domestic and international status of technique 

development

  

Chapter 3. Contents and results of the project

 

Chapter 4. Achievement of the project and contribution to the 

related fields

 

Chapter 5. Proposals for the application of the results



- 7 -

   

목    차

제 1 장 서론

   

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황

   

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결과

  

제 4 장 연구개발목표 달성도  외 기여도

  

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8 -

제 1 장 서론

제 1-1 . 연구개발의 목   필요성

  - 기술  측면

  ․방사선을 이용한 고분자 가공 기술은 고체 에서나 온에서 용이하게 화

학반응을 일으킬 수 있게 하고, 한 일반 인 화학반응으로는 가공할 수 없

는 고기능성 고분자 재료나 새로운 첨단 소재 개발에 요한 수단이 되고 

있음. 

  ․그라 기술은 고분자 사슬에 새로운 물성을 갖는 고분자 사슬을 형성시켜 

각각의 고분자의 장 을 취한 다기능성 고분자물질을 제조할 수 있는 기술

로 오랫동안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이 기술을 이용하여 제조된 여러 

고기능성 물질(고분자 해질, 이온교환수지, 흡착제, 고체상 매 등)들이 이

미 상업화되었거나 상업화가 진행 에 있음.

  ․방사선을 이용한 그라 기술은 높은 물질의 투과도를 지닌 감마선이나 

자선을 이용한 기술로 라스마, UV, 화학처리 등을 이용한 방법과 달리 물

질의 내부까지 고분자를 그라 트시킬 수 있는 장 이 있어 연료 지막등 

이온의 투과도가 성능에 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물질을 만들 경우 이온

을 달할 수 있는 고분자를 필름 내부까지 그라 트 시킬 수 있는 방사선

그라  방법이 기술  우 를 가짐.

  ․ 재까지 연료 지 개발 분야에서 주된 심 연구 분야는 수소를 연료로 사

용하는 수소연료 지(PEMFC)와 메탄올을 연료로 사용하는 직 메탄올연료

지(DMFC)가 주를 이루고 있고 이들 구성요소  하나인 연료 지막으로는 

수소이온 도도가 우수하고 화학  기계  안정성이 우수한 Nafion 양이온

교환막이 주로 사용되고 있지만 생산 단가가 높고 DMFC용으로 사용될 경

우 높은 메탄올 투과도로 인해 효율이 떨어지는 단 을 가지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Nafion의 단 을 보완하기 하여 방사선그라  기술을 이용한 새

로운 연료 지막을 개발하려는 시도가 국내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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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진행되고 있고 국외에서는 일본의 JAEA의 다카사끼 연구소, 스 스의 

PSI연구소를 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방사선그라 트기술을 이용한 부분의 연료 지막 개발 연구는 수소연료

지(PEMFC) 는 직 메탄올연료 지(DMFC)에 활용하기 하여 기계  열

 화학  안정성이 우수한 불소계고분자 필름에 스타이  계열의 단량체를 

방사선그라 한 후 술폰화 과정을 거쳐  수소 이온을 달을 한 양이온

교환막 제조가 주를 이루고  있음.  

  ․수소연료 지(PEMFC) 는 직 메탄올연료 지(DMFC)에서 연료 지막으

로 양이온교환막을 사용할 경우 극물질로는 고가의 속인 라티늄/루테

늄(Pt/Ru)이 극으로 사용되고 이는데 이는 추후 연료 지 자동차등이 개

발되어 량생산 체재로 환될 경우 수요가 지 보다 폭발 으로 증 될 

것으로 상되고 이는 한정된 라티늄/루테늄자원의 고갈로 인한 큰 가격 

상승을 불러와 상업화에 걸림돌로 작용될 수 있음. 따라서 최근 고가의 라

티늄/류테늄 속 신 상 으로 렴한 니 (Ni) 는 (Ag)을 사용하여 

생산 단가가 가장 렴한 알칼라인 음이온교환막을 사용한 연료 지에 한 

심이 다시 증폭되고 있음. 

  ․알칼라인 연료 지는 수소이온(H+) 신 하이드록실(OH-) 이온이 두 극

사이에서 움직이게 되고 음이온 해질 속에 CO2가 존재하게 되면 하이드록

실 이온과 결합하여 카보네이트를 형성시켜 연료 지의 성능을 감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러한 문제 은 액상의 해질을 사용하지 않고 지의

 의 음이온교환막을 해질로 사용하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상되는데 

이는 하이드록실 이온이 고분자에 고정되어 있어 카보네이트 형성을 감소 

시킬 수 있으며 음극에서 카보네이트가 형성되더라도 나트륨이나 칼륨 등 

카보네이트와 결합해서 음극을 막아버리는 이동성 양이온들이 존재하지 않

기 때문임. 

  ․ 재까지 개발된 음이온교환막 들의 가장 큰 문제 은 화학  열  기계  

안정성이 좋은 알카라인 연료 지막의 개발이 이루어 지지 않았기 때문임. 

따라서 최근 알칼라인 음이온교환막을 사용하는 연료 지에 한 심이 다

시 증폭되기 때문에 화학  열  기계  안정성이 높은 음이온교환막 제조

에 한 연구가 필요한 시 임. 방사선그라  기술은 이러한 음이온교환막

의 제조에도 효과 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제안된 본 과제에

서는 연료 지에 사용할 수 있는 알칼라인 음이온교환막을 방사선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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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반으로 제조하는 기술을 개발하고자 함.

  - 경제․산업  측면

  ․방사선을 이용한 고분자 산업은 RT 산업의 55%를 유하는 RT산업의 추 

역할을 하고 있으며, 화학  방법으로는 불가능하고, 단지 방사선으로만 경

제, 산업 으로 생산할 수 있는 분야에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러한 개발된 기술은 산업 으로 쉽게 활용될 수 있음. 한 기존의 열 , 화

학  방법보다 친환경 , 효과 , 경제 , 에 지소비 인 공정으로 제품의 

품질  생산성 등의 획기 인 발 을 이룰 수 있음. 

  ․수소연료 지(PEMFC) 는 직 메탄올연료 지(DMFC)에서 양이온교환막 

신 알칼라인 음이온교환막을 사용하는 경우 고가의 속인 라티늄/루테

늄(Pt/Ru) 극 신 상 으로 렴한 니 (Ni) 는 (Ag)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렴한 생산 단가로 연료 지를 제조할 수 있음. 한 CO2에 

의한 부반응 방지와 화학  열  기계  안정성이 확보된 음이온교환막을 

개발할 경우 향후 알칼라인 음이온교환막을 사용한 연료 지에 한 개발이 

더욱 활발해 질 것임. 

  - 사회․문화  측면

  ․본 과제에서 개발될 연구물은 재 인류의 가장 큰 문제  하나인 에 지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 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  친 성을 향상

시킬 수 있음.

  ․ 한 차세  에 지 환경 기술 련 방사선 기술의 선진화에 기여하여 원자

력 기술 활용 증진에 도움을 주고 련 기술 연구 infra 구축이 가능함.

제 1-2 . 연구개발의 기 효과

  - 방사선그라 을 이용한 알칼라인 음이온교환막의 제조기술개발의 성공은 

음이온교환막을 사용하는 알카라인 연료 지개발을 한 과제의 원천기술로 

사용할 수 있음.

  - 본 과제 수행 에 얻어지는 방사선과 불소고분자  단량체와의 상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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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지식은 재 수행 인 방사선이용 고기능성 고분자 개발 연구에 활

용할 수 있음.

  - 본 과제에서 수행될 방사선이용 음이온교환막 제조기술은 연료 지로의 응

용뿐 아니라 물질의 분리, 유해물질의 흡착, 화학 반응의 매 개발 등 여러 

산업분야에 응용이 가능한 기술이기 때문에 추후 련 과제 도출을 한 기

 연구로 활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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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황

제 2-1 . 국내외 연구개발 실

  - 재 국내 감마선 자선등 방사선조사시설을 갖추고 고분자 문연구인력

이 직  연구하는 곳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유일하며 방사선공업환경연구부

에서는 원자력기술개발사업을 통하여  방사선그라  기술을 이용한 연료

지막, 유해물질 흡착제, 해수 우라늄 속 흡착제등을 개발하 고 이 과

정에서 방사선그라 기술 분야에 많은 기술  know-how를 축 하 음.

  - 국내에서 방사선그라 을 이용한 음이온교환막 제조에 련된 연구는 거

의 무한 실정이며 방사선그라 을 이용한 양이온교환막 제조에 한 연

구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선공업환경연구부에서 과제를 수행하 으며, 이 

과제에서는 PTFE 등 불소고분자에 스타이 을 방사선그라 트시키고 이것

을 술폰화시켜 proton-exchange membrane을 제조하고, 이것에 한 기, 

화학  특성을 평가하 음 (Journal of Applied Polymer Science, 99 (2006) 

p1415). 

  - 한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선공업환경연구부에서는 PFA, FEP 등 불소필

름에 스타이  고분자를 가교제와 혼합하여 방사선그라 트시켜서 메탄올 

투과도 감을 한 DMFC용 연료 지막에 한 연구를 재 진행 에 있

음.

  - 주과기원 문승  박사 에서는 LDPE( 도폴리에틸 )에 VBC 단량체를 

침지한 후 UV를 이용하여 음이온교환막을 제조하 고 이들의 화학 , 기계

, 기  특성을 평가하 음 (Jouranl of Membrane Science, 221 (2003) 

p219).

  - 국외의 경우도 연료 지 개발 분야에서 주된 심 연구 분야는 수소를 연료

로 사용하는 수소연료 지(PEMFC)와 메탄올을 연료로 사용하는 직 메탄

올연료 지(DMFC)가 주를 이루고 있고 방사선그라 을 이용하여 Nafion

을 체할 수 있는 양이온교환막을 제조하기 한 연구는 일본의 JAEA의 

다카사끼 연구소 유럽의 PSI연구소를 심으로 진행되고 있음.

  - 방사선그라  기술을 이용하여 음이온교환막을 개발하고 연료 지에 한 

응용 연구는 국의 Surrey 학의 T. Slade 박사 이 주도하고 있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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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방사선그라  기술  조사 방법을 이용하여  이온교환용량

이 1.1 meq/g 이온 도도가 10
-2
 S/cm 정도인 음이온교환막을 제조하 고 

이를 낮은 온도에서 구동이 가능한 DMFC 연료 지 개발에 응용하 음  

(Journal of Materials Chemistry, 13 (2003) p712). 

  - 캐나다의 몬트리올 에코폴리텍의 Savadogo 박사 은 알칼리염으로 처리한 

PBI 멤 인을 제조하여 사용하 고 이온 도도 5 x 10
-5
 - 10

-1
 S/cm를 

얻음 (Electrochemistry Communications 2, (2002) p697).

  - 일본 교토 학의 Ocumi 박사 은 상업화된 AHA 멤 인을 이용하 고 이 

멤 인의 IEC 값은 1.15-1.25 meq/g이며 메탄올과 에틸 라이콜을 연료

지의 연료로 사용하 음. (Electrochemistry, 70, (2002) p980)

  - 일본의 요코하마 국립 학의 Tomoi 박사 은 높은 열안정성을 갖는 고분자 

수지(resin) 형태의 알칼라인 음이온교환수지를  DVB 가교제의 사용과 

hexyloxy spacer의 사용으로 만들었음. 이 연구에서 음이온교환 수지는 120 

o
C 이상에서 30일간을 처리한 결과 80% 이상의 음이온교환용량이 유지되었

고 100 
o
C 에서 30일간을 처리한 결과 98%의 음이온교환용량이 유지되었음 

(Jounal of Applied Polymer Scinece, 64 (1997) p1161). 

제 2-1 . 기술상태의 취약성

  - 국내의 방사선그라  기술은 일본의 JAEA 다카사끼 연구소를 비롯한 방

사선 기술 선진국과 비하여 큰 기술격차가 없음. 다만 방사선그라 기술

을 산업 으로 응용 하는 분야는 선진국과 기술격차가 있음.

  - 연료 지막 제조  연료 지 제조에 한 기술은 선진국에서 오랜 시간 동

안 많은 투자를 했던 분야이며 국내에서는 최근 CO2 감을 한 녹색산업

에 한 정부의 투자의지로 인하여 산학연에서 많은 연구를 수행 에 있지

만 아직 선진국과 기술격차가 있음.

  - 재 연료 지의 연구 분야는 국내외 모두 수소연료 지나 직 메탄올연료

지에 치우쳐 있고 향후 연료 지가 량으로 생산하여 상업화 될 경우 고

가의 백 매의 수요 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고

가의 백 매를 사용하지 않고 제작비용이 렴한 알칼라인 연료 지의 개

발을 하여 우수한 성능을 지닌 음이온교환막이 제조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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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결과

제 3-1 . 연구개발수행내용 

3-1-1. 방사선을 이용한 알카라인 음이온교환막 제조기술 개발

 - 본 연구의 목 은 방사선 그라  기술을 이용하여 알칼라인 연료 지의 핵

심 부품으로 사용가능한 음이온교환막을 제조하는 기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다.

 - 이를 하여 기계 /화학 /열  안정성이 좋은 FEP와 ETFE(25 μm 두께) 

불소고분자 필름을 골격 필름으로 사용하 으며 음이온 교환기 도입을 하

여 VBC (vinylbenzyl chloride) 단량체를 방사선으로 그라 트한 후 다양한 

화학구조의 아민류(N,N-dimethylbutylamine, trimethylamine, 

N-methylpiperidine, N,N-dimethylaniline)등과 반응 시켜 음이온 교환막을 제

조하 다. (그림 1.) 

그림 1. 방사선과 VBC를 이용한 음이온교환막 제조 반응

 - 제조된 음이온교환막의 이온교환용용량, 팽윤도, 화학 /열  안정성, 기계  

특성을 평가하여 이온교환막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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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2 . 연구개발결과 

3-2-1.  VBC 그라 트된 불소필름 제조기술 개발

(1) 방사선조사에 의한 VBC 그라  최 의 조사조건 확립 

 - 방사선 그라  과정에 사용하는 용매는 VBC 단량체가 불소필름 내부로 확

산되는 것과 PVBC 고분자 사슬을 길게 성장시키는 것에 직 인 향을  

수 있다. 

 - 따라서 방사선을 이용하여 FEP (25 μm 두께) 필름에 VBC  단량체를 그라

 시키기 한 최 의 용매를 찾기 하여 다양한 5 가지 용매를(toluene, 

1,2-dichloroethane (1,2-DCE),  chloroform, carbon tetrachloride, methanol) 

선택하여 그라 트 반응을 진행하 다. 이 실험에서는 단량체와 용매와의 조

성비를 50 vol.%, 조사선량률은 2 kGy/h, 조사선량은 40 kGy로 고정하여 

FEP필름을 각각 용매에 넣어 감마선 조사를 진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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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용매에 의한 VBC 단량체의 그라 트율 비교

 - Methanol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homopolymerization 무 많이 형성되어 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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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측정이 곤란하 고 carbon tetrachloride 용매를 사용할 때 그라 트율이 

조하 음. Toluene과 1,2-DCE 용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DOG가 비슷하지

만 5가지의 용매 에서 chloroform에서 그라 트된 필름이 가장 높은 그라

트율을 보여주었고 필름 상태도 양호하 다 (그림 2). 

 - 한 chloroform에서의 VBC 단량체의 정한 농도를 알아보기 하여 FEP 

필름에 VBC 단량체를 선량률은 2 kGy/h, 조사선량은 40 kGy로 조사하 고 

다양한 단량체 농도(30~70 vol.%)에서 그라 트율의 변화를 찰하 다 (그림 

3).

 - 그림 2에서 보여주듯이 50 vol.% 농도까지는 단량체 농도가 증가할수록 그라

트율이 증가하여 50 vol.%에서 최고의 그라 트율을 보 고 이보다 높은 

농도에서는 그라 트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이처럼 높은 농도에서 그라 트율이 오히려 낮아지는 상은 그라  인 

FEP 필름 내부의 팽윤도 차이와 용액에서 발생하는 VBC homopolymer의 생

성에 의한 용액의 성 증가로 인한 단량체의 필름 내부로의 확산이 향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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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VBC 단량체 농도에 따른 그라 트율의 변화

 - 방사선을 이용한 연료 지막을 제조하기 해서는 내화확성, 내열성,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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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이 우수한 순수 불소계 고분자 FEP 필름과 부분 불소계열 고분자 ETFE 

필름 2가지를 필름을 선택하 다.

 - VBC 고분자를 그라  시키기 하여 FEP와 ETFE 필름(각 25, 50, 100 μ

m 두께)을 아세톤으로 수차례 세척한 후 60 ℃에서 12 시간동안 건조시키고 

chloroform으로 희석된 VBC (40 vol.%) 용액에 함침 시킨 후 10 분간 질소

로 충진하여 용액에 존재하는 산소를 제거시킨 후 선량 20~80 kGy (선량율

은 2 kGy/h)로 조사하 다.

 - 조사가 끝난 후 필름을 dichloromethane으로 24시간에 걸쳐 세척하여 

homopolymer를 제거 하 고 진공오 에서 60 ℃로 12시간 동안 건조시킨 후 

무게를 측정하 고 아래 식을 이용하여 그라 트율 (DOG: degree of 

grafting)을 구하 음. 이 식에서 Wg는 그라 트 후 막의 무게(g)이고, Wo는 

그라 트  막의 무게(g)를 나타낸다. 

DOG(%)=(Wg - Wo)×100/Wo

 - 그림 4는 조사선량과 그라 트와의 계를 보여주며,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

라 필름에 더 많은 라디칼(radical)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라 트 반응이 활발

히 이루어져 그라 트율이 증가됨을 확인하 고 한 같은 조사선량에서는 

불소고분자 필름 두께가 증가 할수록 그라 트율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음이 

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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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다양한 두께를 가진 FEP와 ETFE 필름의 그라 트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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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방사선을 이용하여 VBC를 그라 트 시켜 제조된 샘

 - 표 1에서 보듯이 DOG 30% 이상되는 샘  19개를 제조하 으며 그 에 

FEP 필름은 같은 경우에는 그라 트율은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함

을 보여주고 한 같은 조사 조건에서는 FEP 필름 두께에 따른 그라 트율

이 차이는 크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ETFE 필름의 경우에 두께에 따른 그라

트율이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 고 100 μm의 두께의 ETFE 필름을 사용한 

경우 25과 50 μm의 두께의 ETFE 필름보다 그라 트율이 같은 조사조건에서 

게 나온 것을 찰하 다. 

 - 얇은 필름의 경우 조사선량에 따른 지속 인 그라 트율의 증가로 인하여 그

라 트된 부분이 상 인 팽윤도 증가에 의해 필름 내부로의 단량체 확산이 

성공 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며 필름의 두께가 두꺼운 경우는 그라 트 

기 필름 체에 팽윤도가 상 으로 낮아 단량체의 침투가 어려워지기 때문

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필름의 두께가 두꺼워 질수록 높은 그라 트율을 가진 

필름을 제조하기 해서는 더 많은 조사선량과 시간이 필요함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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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림 5는 그라 트 반응 의 FEP, ETFE 필름과 그라 트 반응 후의 

FEP-g-PVBC, ETFE-g-PVBC 필름의 FT-IR를 측정한 결과를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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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VBC가 그라 트된 FEP와 ETFE필름의 FT-IR의 스텍트럼

 - 그라 트 반응 에 FEP와 ETFE 필름은 1150~1250 cm-1 범 에서 -CF2 기

의 stretching vibration에 의한 특성 피크를 보여주고 있다. 그라 트 반응 

후에는 그라 트된 FEP-g-PVBC과 ETFE-g-PVBC 필름의 벤젠고리에 의

해 3050 cm-1에서 =C-H stretching vibration 피크가, 1500 cm-1과 1600 cm-1

에서 skeletal C=C와 C=C의 stretching vibration 피크가 찰되며 2800~2900 

cm-1과 2900~3000 cm-1 에서 aliphatic 작용기인 (-CH2)의 symmetric, 

asymmetric stretching 피크가 나타난다. 820 cm-1에서는 C-Cl 의 특성 peak

가 나타난다. FTIR 스펙트럼 결과는 방사선에 의하여 FEP와 ETFE 주쇄

(backbone)에 VBC 단량체가 고분자 체인을 형성하면서 성공 으로 그라 트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SEM-EDX를 이용한 PVBC 그라 트 고분자의 불소필름 내부분포도 측정

 - 불소필름에 단량체를 그라 트 할 경우 방사선의 장 은 그라 트 반응이 표

면뿐만 아니라 필름 내부까지 고르게 진행되는 것이며 이는 SEM-EDX(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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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를 이용하여 그라 트된 필름 내부에 PVBC가 그라 트되는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 SEM-EDX 분석은 FEI사의 SIRION을 사용하 고 제조된 필름을 액체 질소

에 담가 얼린 후 단하 다. 단된 필름의 단면은 osmium으로 코 하여 

시료를 완성하 고 X선 에 지 10 kV, spot size 4 조건에서 측정하 다. 

그림 6. SEM-EDX 측정장치 

 - SEM-EDX 분석을 이용하여 그라 트된 FEP-g-PVBC 샘  분석을 수행하

으나 아래 그림 7(A)와 같이 chlorine의 분포도 측정이 쉽지 않아 그라 트

된 샘 들을 thiourea 처리한 후에 chlorine와 sulfur의 분포도를 측정한 결과 

그림7(B)에서 보여주듯이 그라 트된 고분자의 분포를 잘 보여주고 있다. 따

라서 제조된 샘 은 에탄올에 녹아있는 thiourea로 40 oC에서 6 시간 동안 반

응시킨 후 세척하고 SEM-EDX 분석을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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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그라 트된 샘 의 thiourea 처리과정  처리 , 후의 SEM-EDX 분석

 - 방사선 조사조건에 따른 그라 트된 고분자 필름의 내부 분포도에 경향을 

SEM-EDX를 이용하여 찰하 다 (그림 8). SEM-EDX로 측정한 그라 트 

고분자 분포 경향을 보면 40 vol.% VBC의 농도에 비해 그라 트율이 증가된 

50 vol.% VBC의 농도에서 균일한 그라 트 분포가 찰된다. 하지만 다시 

그라 트율이 감소된 60 vol.% VBC의 농도에서는 매우 불균일한 그라 트 

경향이 찰되었다. 40 vol.% VBC의 농도의 트 에는 낮은 VBC  매우 농

도에 의한 필름 내부로의 단매우 확산 속도가 감소하 기 때문에 낮은 그라

트율과 균일하지 못한 그라 트 경향을 보이고 이후 50 vol.% 낮은 매우 

농도가 증가함에 따도의 트 에는로의 단매우 확산속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높

은 그라 트율과 상 으로 균일한 그라 트 분포도를 얻우 농으로 여겨진

다. 60 vol.%  매우 농도에서 그라 트율이 떨어지우 농은 단매우의의 트 

에는로의 확산 속도가 감소매우 농을 의미하에 의한 높은  매우 농도를 가

진 용액이 방사선 조사에 의해서 많은 양의 homopolymer를 형조사BC되어 

단매우의의농도를 감소시키고 한 용액의의 성을 증가 시켜 단매우의의확산을 

방해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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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다양한 농도의 VBC 용액에서 그라 트된 필름의 내부 분포도

(3) 그라 트된 불소필름의 물성 평가에 의한 방사선 향 규명

 - VBC가 그라 트된 불소필름의 물성을 평가하기 하여 FEP-g-PVBC 필름

과 ETFE-g-PVBC 필름의 TGA를 측정하 다(그림 9).

 - 열 분해곡선을 통해 VBC가 그라 트된 FEP와 ETFE 필름의 첫 번째 열분

해는 360 ℃부근에서 PVBC 고분자에 의한 량감소가 시작되는 것을 확인

하 다. 이후에 FEP 필름은 490 ℃, ETFE 필름은 420 ℃에서 그라 트 되기

 각 불소필름 고유의 분해 온도에서 열분해가 일어남을 찰하 다. 

ETFE-g-PVBC 필름에서 나타나는 세 번째 열분해는 ETFE필름의 C-H 결

합이 질소 분 기와 고온에서 형성된 carbonation 때문으로 여겨진다.  

 

0

20

40

60

80

100

120

0 100 200 300 400 500 600
Furnace tem perature (℃ )

M
as

s 
(%

)

FEP-g-PVBC
ETFE-g-PVBC

PVBC

그림 9. VBC가 그라 트된 FEP와 ETFE 필름의 T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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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림 10은 25 μm 두께의 FEP와 ETFE에 VBC가 그라 트된 필름(~60% 

DOG)의 인장강도 측정 결과를 보여 다.

그림 10. VBC가 그라 트된 FEP와 ETFE 필름의 인장강도 비교

 - 비슷한 그라 트율을 가지고 있는 FEP-g-PVBC 필름과 ETFE-g-PVBC 필

름의 stress는 비슷하게 나타났지만 ETFE-g-PVBC 필름의 strain은 

FEP-g-PVBC 필름보다 매우 큰 것을 확인하 다. ETFE 필름은 C-H, C-F 

결합이 복합 으로 이루어진 부분 불소계열 고분자이며 순수 불소계열 고분

자와 마찬가지로 화학  안정성, 열  특성이 우수하고 순수불소계열 고분자 

FEP에 비해 우수한 기계  특성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인장강도 실

험을 통해서 방사선을 이용하여 VBC를 그라 트 시킨 필름 한 ETFE 필

름을 사용한 경우 기계  물성이 우수함을 확인하 다.

 

3-2-2.  Amines과의 반응에 의한 음이온교환막 제조 

(1) 3종 이상의 Amines 류와의 반응에 의한 Quaternarization 조건 확립

- 알칼라인 연료 지용 음이온교환막을 제조하기 하여 VBC가 그라 트된 

FEP 필름과 ETFE 필름에 아민을 도입하여 음이온작용기를 도입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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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이를 하여 다양한 화학구조를 가지는 4 종류의 아민을(그림 11) 

사용하여 그라 트된 필름에 도입하는 조건을 확립하는 연구를 진행하 다. 

  

그림 11. 음이온교환 작용기 도입을 해 사용된 아민류의 화학구조

 - 아민과의 반응이 성공 으로 진행되면 chloride 이온과 아민염을 형성하게 되

고, 아민과 염을 형성하고 있는 chloride 음이온을 수산화기로 치환하면 수산

화 작용기를 해질로 사용할 수 있는 고체 음이온교환막을 제조하게 된다 

(그림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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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2N(CH3)3
+ Cl-

n *

CH2N(CH3)3
+ OH-

n
OH-

Cl-

          

                     Cl- form                                OH- form

    그림 12. 아민과 반응 후 수산화 작용기 도입에 의한 음이온교환막 제조

 - 서로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는 4 종류의 아민을 사용하여 VBC가 그리 트된 

불소필름에 음이온 교환기를 도입하기 한 최 의 반응 조건 설정을 하여 

다양한 온도와 시간에서 반응을 진행시켰다 (표 2). 필름은 25 μm 두께의 

ETFE와 FEP 필름을 사용하 으며 반응 진행 정도는 형성된 음이온 작용기

의 함량을 의미하는 음이온 교환용량을 계산하여 측정하 다. 

 - 제조된 음이온교환막(OH
-
 form)에 한 이온교환용량을 측정하기 하여 음

이온 교환막을 HCl 0.1M 수용액에 침지 시켰다. 침지된 음이온 교환막은 Cl
- 

form으로 변환 되고, 이 때 변환에 의하여 소모된 HCl의 양을 측정하여 음이

온교환막의 이온교환용량을 측정한다. 소모된 HCl의 양을 측정하기 하여 

음이온 교환막이 침지 되었던 용액을 취하여 산염기 정기(DL22)를 사용하여 

정하 다. 사용된 HCl 용액은 blank test를 시행하여 보정하 으며 정확한 

이온교환용량 값을 계산하 다.

- Trimethylamine의 경우 기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사용상 불편함이 있어 물 

는 에탄올에 녹아있는 시약을 구입하여 실험을 진행시켰다. 상온에서 51 시간 

동안 반응 시킨 후 음이온교환 용량을 측정한 결과 100%의 아민화율을 보여 

쉽게 반응이 진행됨을 확인하 다.

 - N,N-dimethylbuthylamine과 ETFE와 반응 시킬 경우 상온에서 반응을 진행

시킨 경우보다 온도를 80 
o
C 정도에서 8시간 반응을 진행시켰을 때 높은 아

민화율을 보 다. 같은 온도에서 24시간 반응을 진행할 경우 오히려 아민화 

정도가 낮아 지는것이 확이 되었는데 이는 형성된 아민기가 높은 온도에서 

불안정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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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 

아민시약

사용된 

기본필름

의 종류

사용된 
기본필
름의 
두께 
(μm)

그라

트율

(%)

아민화 

반응 

온도 

(℃)

아민화 

반응

시간

(h)

IEC

(meq/g)

이론  

IEC

(meq/g

)

아민화

율

(%)

Trimethylamine 

(in water)

ETFE

25

40

상온 51 1.60 1.60 100

Trimethylamine 

(in ethanol)
상온 51 1.68 1.60 100

N,N-dimethyl-

buthylamine

상온 8 0.89 1.60 55

80 8 1.17 1.60 73

80 24 1.03 1.60 64

N,N-dimethyl-

aniline

80 8 0.52 1.60 33

80 36 0.45 1.60 28

120 8 0.51 1.60 31

120 36 0.31 1.60 19

N-methyl-

piperidine
FEP 26.5

상온 10 0.57 1.23 46

상온 34 0.46 1.23 37

80 10 0.81 1.23 66

80 34 0.76 1.23 62

표 2. 음이온 작용기 도입을 한 반응 실험 요약

 

 - N,N-dimethylaniline의 경우 80 oC 와 120 oC에서 8시간 36시간의 반응을 진

행한 결과 온도가 높을수록 반응 시간을 증가시킬수록 반응 효율이 감소함을 

확인하 다. N-methylpiperidine의 경우 상온에서 보다 높은 온도인 80 oC 10

시간의 반응시간에 높은 음이온교환용량을 보임을 확인하 다. 

(2) 12 종이상의 음이온교환막 제조

 - 음이온 교환막을 제조하기 하여 25 μm 두께의 FEP와 ETFE 필름에 방사

선을 이용하여 VBC 단량체를 그라 트 시켜 그라 트율(DOG) 50, 70%의 

막을 제조하 고, 여기서 제조된 4가지 막에 하여 표 2에서 찰된 반응 조

건을 기반으로 하여 각각 4종의 아민과 반응 시켜 총 16종의 음이온 교환막

을 제조하 다 (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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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rimethylamine을 이용하여 아민화 반응을 진행할 경우는 상온에서 48시간 

이상 반응을 진행하 으며 다른 구조를 가지는 아민인 N,N-dimethylbuthylamine, 

N,N-dimethylaniline, N-dimethlypiperidine을 사용할 경우는 80 
o
C에서 10 시

간 동안 반응을 진행하 다.

필름

종류

두께 

(μm)

그라

트율
아민(Amine)

아민화 반응 

온도 (℃)

아민화 반응

시간 (h)

FEP 25

50

Trimethylamine 상온 48

N,N-dimethylbuthylamine 80 10 

N,N-dimethylaniline 80 10 

N-methylpiperidine 80 10 

70

Trimethylamine 상온 48 

N,N-dimethylbuthylamine 80 10 

N,N-dimethylaniline 80 10 

N-methylpiperidine 80 10 

ETFE 25 

50

Trimethylamine 상온 48 

N,N-dimethylbuthylamine 80 10 

N,N-dimethylaniline 80 10

N-methylpiperidine 80 10 

70

Trimethylamine 상온 48 

N,N-dimethylbuthylamine 80 10 

N,N-dimethylaniline 80 10 

N-methylpiperidine 80 10 

표 3. 제조된 음이온교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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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음이온교환막의 화학  구조 분석  

 - 제조된 음이온교환막의 FT-IR 스펙트럼은 그림 13에서 보여주고 있다. FEP

와 ETFE 모두 Cl
-
 form의 음이온교환막과 비교하여 OH

-
 form에서는 peak

가 넓어져서 peak간 분간이 힘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게 peak가 넓

어지는 것은 이온교환막에 필수 인 수산화(OH
-
) 음이온이 형성 되었고, 이

로 인하여 막 내부에 많은 물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으로 여겨 진다.

그림 13. 제조된 음이온 교환막의 FT-IR 분  분석

3-2-3.  음이온교환막 물성  성능평가

(1) 음이온교환막의 팽윤도  이온교환용량 측정 

 - 그림 14에서 보여지듯이 trimethylamine과 N,N-dimethylbuthylamine의 경우 

FEP, ETFE 필름 모두 1.2 meq/g이상의 높은 이온교환용량 값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라 트율이 증가함에 따라 이온교환용량도 증가함을 확인하 다. 

N,N-dimethylaniline, N-methylpiperidine의 경우 한 그라 트율이 증가함

에 따라 이온교환용량도 증가하 지만 상 으로 trimethylamine과 

N,N-dimethylbuthylamine 보다 낮은 이온교환용량을 보여 을 확인하 다. 

N,N-dimethylaniline을 이용하여 음이온교환막을 제조하 을 경우 ETFE 필

름에서 보다 높은 이온교환용량 값을 확인하 으며 N-methylpiperidine을 사

용했을 경우는 FEP 필름에서 보다 높은 이온교환용량 값을 보이는 것을 확

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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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제조된 음이온교환막의 이온교환용량(IEC)

 - 함수율(water uptake)은 물에 이온교환막이 담지 되었을 때, 막이 물을 흡수

하는 비율을 측정한 것으로서 막의 이온교환용량과 한 련이 있다. 막내

부의 물은 막내부의 이온을 둘러싸며, 막 내부에 물로 형성 된 세공을 형성함

으로써 이온교환을 가능하게 하여 다. 따라서 일정량 이상의 함수율은 이온

교환막의 필요한 요소이나 함수율이 일정 이상으로 높으면 음이온교환막의 

기계  강도를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기도 한다.

 - 제조된 음이온교환막의 함수율은 그라 트율이 증가할수록, 이온교환용량이 

증가할수록 같은 경향으로 증가함을 확인하 다. 4개의 아민  상 으로 

크기가 작은 trimethylamine이 가장 높은 함수율을 보이는 반면 

N,N-dimethylaniline에서는 가장 낮은 함수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제조된 음

이온교환막의 낮은 이온교환요량 뿐 아니라 아민기의 탄소수가 증가함에 따

라 친수성이 어지는 것도 함수율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 제조된 막의 음이온교환용량과 함수율 측정 실험 결과, 제조된 16 개의 상이

한 음이온교환막  12 개의 샘 에서 1.1 meq/g이상의 높은 이온교환용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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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었으며 한 16 개의 샘   12 개의 샘 이 50% 이하의 함수율을 

보임을 확인하 다. 이는 그라 트율과 아민 종류 아민 반응 조건 등을 변화

시켜 1.1 meq/g 이상의 높은 음이온교환용량과 50% 이하의 낮은 함수율을 

가지는 샘 을 제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N,N -Dimethylaniline

0

20

40

60

80

100

W
at

er
 u

pt
ak

e 
(%

)

DOG 50%
DOG 70%

ETFEFEP

Trimethylamine

0

20

40

60

80

100

W
at

er
 u

pt
ak

e 
(%

)

DOG 50%
DOG 70%

ETFEFEP

N,N -Dimethylbuthylamine

0

20

40

60

80

100

W
at

er
 u

pt
ak

e 
(%

)

DOG 50%
DOG 70%

ETFEFEP

N -Methylpiperidine

0

20

40

60

80

100

W
at

er
 u

pt
ak

e 
(%

)

DOG 50%
DOG 70%

ETFEFEP

그림 15. 제조된 음이온교환막의 함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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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학 /열  안정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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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제조된 음이온교환막의 열분석

 - 그림 16은 4개의 상이한 아민으로 반응시켜 제조한 음이온교환막의 열분석 

결과를 보여 다. 100 oC 부근까지의 완만한 무게 변화는 막에 존재하는 물

이 증발하기 때문이고 450 oC 부근에서의 무게 감소는 불소필름의 열분해에 

의한 것이다. 

 - Trimethylamine이 결합된 음이온교환막은 156 oC에서 아민기의 분해에 의한 

무게 변화가 찰되었으며 N,N-dimethylbuthylamine의 경우는 이보다 조  

낮은 온도인 151 oC에서 아민기에 의한 열분해가 찰되었다. 

N,N-dimethylaniline의 경우는 매우 낮은 104 oC에서 열분해가 일어남을 확

인하 고, N-methylpiperidine은 160 oC 부근에서 아민의 열분해에 의한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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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를 확인하 다. 따라서 그라 트 필름에 도입된 음이온작용기의 열 안정

성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증가됨을 확인하 다. N-methylpiperidine ＞ 

trimethylamine ＞ N,N-dimethylbuthylamine ＞ N,N-dimethylani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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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음이온교환막의 화학  안정성 검증 (Trimethylamine Cl
-
 form)

 - 그림 17에서는 제조된 음이온교환막의 라디칼에 의한 화학  안정성 테스트 

결과를 보여 다. Trimethylamine salt가 도입된 불소고분자막을 4 ppm의 

Fenton's 용액(FeCl2가 포함된 과산화수소 용액)에 담근 후 60 
o
C에서 변화되

는 필름의 무게를 측정하 다. 필름의 분해가 일어나는 시 을 시간에 따라 

찰한 결과 4 개의 제조된 막에 커다란 차이가 없는 것으로 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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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계  특성 평가 

0

10

20

30

40

Te
ns

ile
 s

tre
ng

th
 (N

/m
m

^2
) 

DOG 50%
DOG 70%

FEP ETFE

N,N-dimethylaniline

0

10

20

30

40

Te
ns

ile
 s

tre
ng

th
 (N

/m
m

^2
) 

DOG 50%
DOG 70%

FEP ETFE

Trimethylamine

0

10

20

30

40

Te
ns

ile
 s

tre
ng

th
 (N

/m
m

^2
) 

DOG 50%
DOG 70%

FEP ETFE

N,N-dimethylbuthylamine

0

10

20

30

40

Te
ns

ile
 s

tre
ng

th
 (N

/m
m

^2
) 

DOG 50%
DOG 70%

FEP ETFE

N -methylpiperidine

 

그림 18.  제조된 음이온교환막의 인장강도 

 - 제조된 음이온교환막의 기계  물성을 측정하기 하여 막을 40 x 5 mm로 

일정하게 자른 후 Instron 5569를 이용하여 인장강도와 연신률을 측정하 다. 

그림 18은 제조된 음이온교환막의 인장강도를 나타낸다. 제조된 막들은 모두 

20 N/mm
2
 보다 높은 인장강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N-methylpiperidine을 사

용한 ETFE 음이온 도 막은 30 N/mm
2
 이상의 높은 인장강도를 보여주는데 

이것은 낮은 이온교환용량로 인하여 본 필름의 특성을 많이 유지하기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그림 19는 제조된 음이온교환막의 연신율을 보여주고 있다. 별 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인장강도와 다르게 연신률은 막 간에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체 으로 ETFE가 FEP보다 좋은 연신률을 가지고 있었고, 아민의 종류에 

따라서는 Trimethylamine이 가장 좋은 연신률을 보여 다. Trimethylamine, 

ETFE를 사용한 음이온 도성막은 다른 음이온 도성막의 경우에 비하여 높

은 연신률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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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표 연구결과
달성도

(%)
○ VBC 그라

트된 불소필름 

제조기술 개발

- VBC 단량체를 불소고분자 필름에 방사선을 이용하여 그

라 트 시키기 한 조사 조건을 확립하기 하여 다양한 

용매와 단량체 농도에서 실험을 진행하 으며 실험 결과 높

은 그라 트율과 필름 내부까지 그라 트 시킬 수 있는 조

건을 확립하 음. 이 실험을 통하여 그라 트율 30% 이상 

되는 필름 19개를 제조할 수 있었음.

- 그라 트된 필름은 SEM-EDX를 이용하여 PVBC 그라 트 

고분자가 불소필름 내부에 고르게 분포되는 것을 찰할 수 

있었음. 

- 그라 트된 불소필름의 열  특성 결과 그라 트 고분자

는 360 oC 까지 안정함을 확인하 음. 기계  물성은 그라

트된 ETFE 필름이 FEP 필름보다 우수함을 확인하 음. 

100 %

○ Amines과의 

반응에 의한 음

이온교환막 제조

- VBC 단량체가 그라 트된 불소필름을 제조한 후 다양한 

화학구조의 4 종의 아민류(N,N-dimethylbutylamine, 

trimethylamine, N-methylpiperidine, N,N-dimethylaniline)

와 다양한 조건에서 반응 시켜 다양한 음이온교환기를 가

지는 막 제조 조건을 확립하 음.

- 음이온교환막의 FT-IR 스펙트럼과 음이온교환용량을 측정

한 결과 성공 으로 음이온교환막이 제조되었음을 확인하

음. 

100 %

○ 음이온교환막 

물성  성능평

가

- 제조된 16 개의 음이온교환막   12 개의 샘 에서 1.1 

meq/g이상의 높은 이온교환용량을 나타내었으며 한 16 

개의 샘   12 개의 샘 이 50% 이하의 함수율을 보임

을 확인하 음. 

- 제조된 음이온교환막의 열  특성은 TGA를 이용하여 측

정하 으며 실험결과 trimethylamine이 결합된 음이온교

환막은 156 oC에서 아민기의 분해에 의한 무게 변화가 

찰되었음. 

- 제조된 막들은 모두 20 N/mm2 보다 높은 인장강도를 보

여주고 있으며 연신률의 경우 체 으로 ETFE가 FEP보

다 좋은 연신률을 가지고 있었고, 아민의 종류에 따라서

는 trimethylamine이 도입된 막이 가장 좋은 연신률을 보

여 을 확인하 음.

100 %

제 4 장 연구개발목표 달성도  외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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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본 자체개발사업을 기반으로 새로 수주한 신규과제에서는 제조된 음이온교

환막의 내구성 향상 기술  성능 개선에 을 맞추어 진행할 정이며 

연료 지 기 성능평가를 한 진행할 정임.

 ○ 신규과제 1차년도에서는 “방사선기술을 활용한 음이온교환막 제조 기술 연

구”를  2차년도에서는 “가교구조 도입에 의한 내구성 향상 연구”를 3차년도

에서는 “막 극 합체(MEA)조립과 연료 지 기 성능 평가”를 수행할 정

임.  

 ○ 본 과제에서 개발된 제조 기술을 기반으로 최 의 방사선 그라  조건을 

선정하고 이를 활용할 계획임. 한 제조된 음이온교환막은 막 극 합체

(MEA)조립 과정을 거쳐 알칼라인 연료 지막으로서의 기 성능 평가를 수

행할 계획임.

 ○ 3년의 연구기간 동안 성능이 우수한 알칼라인 연료 지용 음이온교환막 제

조에 필요한 방사선 그라  기술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짐. 한 

개발된 기술은 연료 지막 제조뿐 아니라 물질의 분리, 유해물질의 흡착, 화

학 반응의 매, 항균물질 개발 등 여러 산업분야에 응용이 가능한 기술이기 

때문에 추후 련 과제 도출을 한 기  연구로 활용할 수 있음.

 ○ 향후 3년의 후속 연구로 성능이 우수한 음이온교환막 제조가 성공할 경우 

연료 지 련 기업체와 문 연구기 과 동으로 알칼라인 연료 지 상용

화에 한 연구로 확  진행할 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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