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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i) 금속 원소를 포함하는 세스퀴옥세인 잔기를 포함하는 폴리세스퀴옥세인 매트릭스; (ii) 친수성 성분; 및 (iii)

양성자-도전성 성분을 포함하는 폴리세스퀴옥세인 조성물을 제공한다. 금속 원소는 규소, 알루미늄, 타이타늄, 지르코늄,

게르마늄 또는 이들 중 둘 이상의 혼합물일 수 있다. 친수성 성분은 이미다졸 잔기, 피라졸 잔기, 벤즈이미다졸 잔기, 실란

올 잔기, 사이클로덱스트린, 또는 이들 중 둘 이상을 포함할 수 있고, 친수성 성분은 폴리세스퀴옥세인 매트릭스에 공유 결

합될 수 있다. 양성자-도전성 성분은 무기 브뢴스테드산 잔기를 포함할 수 있다. 폴리세스퀴옥세인 조성물은 연료 전지 내

의 양성자 교환 막; 막 전극 조립체의 구성요소; 또는 전위차계 센서 내의 센서 조립체로서 사용될 수 있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하기 도면은 본 명세서의 일부를 이루며 본 발명의 특정 양태를 추가로 설명하도록 포함된다. 본 발명은 본원에 제공된 특

정 실시양태에 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이들 도면 중 하나 이상을 참고하여 더욱 잘 이해될 수 있다.

도 1은 본 발명의 하나의 실시양태에 따른 연료 전지의 개략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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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사이클로덱스트린 및 다면체 올리고머 실세스퀴옥세인(polyhedral oligomeric silsesquioxane, POSS) 분자의 구

조식을 나타낸다.

도 3은 트라이에톡시실릴-종결된 POSS의 구조식을 나타낸다.

도 4는 트라이에톡시실릴-종결된 POSS로부터 출발한 폴리실세스퀴옥세인 매트릭스의 합성을 위한 반응식을 나타낸다.

도 5는 트라이에톡시실릴-종결된 사이클로덱스트린으로부터 출발한 폴리세스퀴옥세인 매트릭스의 합성을 위한 반응식을

나타낸다.

도 6은 도 5에 사용된 사이클로덱스트린의 알콕시-종결 반응을 설명하는 NMR 데이터를 나타낸다.

도 7은, 실시예 1에 따른 폴리실세스퀴옥세인 매트릭스의 사이클로덱스트린 함량의 함수로서, 사이클로덱스트린을 포함

하는 폴리실세스퀴옥세인 매트릭스에 대한 평균 구멍 직경의 그래프이다.

도 8은, 실시예 1에 따른 폴리실세스퀴옥세인 매트릭스의 POSS 함량의 함수로서, POSS를 포함하는 폴리실세스퀴옥세인

매트릭스에 대한 벌크 밀도(검은 원형) 및 다공도(흰 사각형)의 그래프이다.

도 9는, 실시예 1에 따른 폴리실세스퀴옥세인 매트릭스의 사이클로덱스트린 함량의 함수로서, 사이클로덱스트린을 포함

하는 폴리실세스퀴옥세인 매트릭스에 대한 BET 표면적(검은 원형, 로그 척도; 검은 삼각형, 선형 척도)의 그래프이다.

도 10은, 180℃에서의 전류 밀도의 함수로서, 실시예 3에 따른 3개의 상이한 폴리실세스퀴옥세인 매트릭스 중 하나로부터

형성된 양성자 교환 막을 포함하는 연료 전지에 대한 전지 전압의 그래프이다.

도 11은, 0시간 및 200시간 사용 후의 전류 밀도의 함수로서, 실시예 3에 따른 폴리실세스퀴옥세인 매트릭스로부터 형성

된 양성자 교환 막을 포함하는 연료 전지에 대한 전지 전압의 그래프이다.

도 12는, 페닐 설폰화 수준의 함수로서, 실시예 4에 따른 폴리실세스퀴옥세인 매트릭스로부터 형성된 양성자 교환 막에 대

한 분해 개시 온도의 그래프이다.

도 13은, 온도의 함수로서, 실시예 4에 따른 페닐설폰화된 폴리실세스퀴옥세인 매트릭스로부터 형성된 양성자 교환 막에

대한 도전성의 그래프이다.

도 14는, 전류 밀도의 함수로서, 실시예 4에 따른 페닐설폰화된 폴리실세스퀴옥세인 매트릭스로부터 형성된 양성자 교환

막을 포함하는 연료 전지에 대한 전지 전압의 그래프이다.

도 15는, 연료 전지 온도의 함수로서, 실시예 4에 따른 페닐설폰화된 폴리실세스퀴옥세인 매트릭스로부터 형성된 양성자

교환 막을 포함하는 연료 전지에 대한 전력 밀도의 그래프이다.

도 16은 기능성 다성분 물질의 생성에 사용되는 물질 제조 절차를 도시한다.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 - 연료 전지 110 - 애노드

120 - 연료 소오스 130 - 양성자 교환 막

140 - 캐쏘드 150 - 산화제 소오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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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양성자 도전체 분야에 관한 것이다. 더욱 구체적으로는, 본 발명은 고상 양성자 교환 막에 관한 것이

다.

연료 전지는 화학 에너지를 직접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전기화학적 장치이다. 일반적으로, 연료 전지는, 전자가 연료

로부터 촉매적으로 제거되어 외부 회로로 공급되고, 양성자가 연료로부터 촉매적으로 제거되어 양성자 교환 막을 가로질

러 캐쏘드(여기서, 상기 전자, 상기 양성자 및 산화제는 재결합되어 회로를 닫음)에 공급되는 애노드를 포함한다.

연료 전지는 수소를 필요로 하지만, 공지된 바와 같이 자유 수소는 반응성이 높다. 따라서, 애노드에서 다른 연료로부터 수

소를 추출하는 연료 전지에 대한 관심이 있어 왔다. 관심을 갖는 연료 중 하나는 메탄올(CH3OH)인데, 이는 액체로서 쉽게

수송될 수 있으며 비교적 높은 에너지 용량을 갖는다(예컨대, 50% 효율을 가정할 경우, 250mL의 메탄올은 전기 약 600

와트-시간을 운반할 수 있다). 에탄올(CH3CH2OH)이 또한 사용될 수 있는데, 그의 에너지 용량은 메탄올보다 다소 낮으나

에탄올은 섭취되거나(imbibe) 달리 흡수되었을 경우 훨씬 독성이 약하다. 메탄올 또는 에탄올은 애노드에서 촉매의 존재

하에 산화제, 전형적으로는 공기 중의 산소에 노출됨으로써 산화되어 CO2, H+ 및 e-를 발생시킬 수 있다. 당업자는 이러

한 설명이 화학량론적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메탄올- 또는 에탄올-연료화된 연료 전지에 의해 직면되는 과제들 중에는 양성자 교환 막의 특성들에 대한 최적화가 있

다. 상기 막은 회로를 완성하기 위해 양성자를 효과적으로 애노드로부터 캐쏘드까지 도전시켜야 한다. 또한, 막은 애노드

에서 메탄올 산화의 효율을 개선시키고 캐쏘드에서 메탄올의 산화에 의한 캐쏘드 전위의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낮은 메

탄올 투과율을 가져야 한다.

특히 관심을 갖는 영역 중 하나는 중간 온도 연료 전지이며, 이는 약 100 내지 약 250℃의 온도에서 사용하기 적합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료 전지의 온도에서 작동하기 위해, 양성자 교환 막은 높은 열 안정성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열 안정

성은 전형적으로 양성자 도전성과는 역의 상관 관계를 갖는다. 예를 들면, 높은 열 안정성을 갖는 물질은 일반적으로 낮은

양성자 도전성을 갖는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하나의 실시양태에서, 본 발명은 (i) 금속 원소를 포함하는 세스퀴옥세인 잔기를 포함하는 폴리세스퀴옥세인 매트릭스; (ii)

친수성 성분; 및 (iii) 양성자-도전성 성분을 포함하는 폴리세스퀴옥세인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다른 실시양태에서, 본 발명은, 애노드; 상기 애노드에 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 연료 소오스; (i) 금속 원소를 포함하는 세스

퀴옥세인 잔기를 포함하는 폴리세스퀴옥세인 매트릭스, (ii) 친수성 성분 및 (iii) 양성자-도전성 성분을 포함하는 폴리세스

퀴옥세인 조성물을 포함하는 양성자 교환 막; 캐쏘드; 및 상기 캐쏘드에 산화제를 공급할 수 있는 산화제 소오스를 포함하

는 연료 전지에 관한 것이다.

또 다른 실시양태에서, 본 발명은, 금속 원소가 포함된 세스퀴옥세인 전구체를 반응시켜 폴리세스퀴옥세인 매트릭스를 형

성하는 단계; 상기 폴리세스퀴옥세인 매트릭스에 친수성 성분을 혼입시키는 단계; 및 상기 폴리세스퀴옥세인 매트릭스에

양성자-도전성 성분을 혼입시켜 폴리세스퀴옥세인 조성물을 수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폴리세스퀴옥세인 조성물의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이다. 폴리세스퀴옥세인 조성물은 고체 상태에서 개선된 양성자 도전성을 나타낼 수 있다.

본 발명의 폴리세스퀴옥세인 조성물은, 양성자를 애노드로부터 캐쏘드까지 높은 효율로 도전시킬 뿐만 아니라 낮은 메탄

올 투과율을 갖는 양성자 교환 막으로서 연료 전지 중에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이는 다른 용도들 중에서 전위차계 센서 내

의 고상 양성자 도전성 매질로서 사용될 수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하나의 실시양태에서, 본 발명은 (i) 금속 원소를 함유하는 세스퀴옥세인 잔기를 포함하는 폴리세스퀴옥세인 매트릭스, (ii)

친수성 성분 및 (iii) 양성자 도전성 성분을 포함하는 폴리세스퀴옥세인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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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에서 사용되는 "세스퀴옥세인 잔기"는, 금속 원소의 제 1 원자가 산소 원자에 공유 결합되고, 상기 산소 원자가 또한

금속 원소의 제 2 원자에 공유 결합되고, 상기 금속 원소의 제 1 원자가 또한 탄소 원자에 공유 결합되어 있는 원자의 배열

을 지칭한다. 임의의 세스퀴옥세인 잔기에서, 금속 원소의 제 1 원자 및 금속 원소의 제 2 원자는 동일하거나 상이한 금속

원소일 수 있다. 폴리세스퀴옥세인 조성물의 하나의 실시양태에서, 금속 원소는 규소, 알루미늄, 타이타늄, 지르코늄, 게르

마늄 또는 이들 중 둘 이상의 혼합물이다. 추가의 실시양태에서, 금속 원소는 규소이다. 이 추가의 실시양태에서, 조성물

및 매트릭스는 "폴리실세스퀴옥세인"으로서 지칭될 수 있다.

세스퀴옥세인 잔기의 탄소 원자는 임의의 탄화수소 잔기, 치환된 탄화수소 잔기, 방향족 잔기 또는 치환된 방향족 잔기의

성분일 수 있다.

본원에서 "세스퀴옥세인 전구체"는, 금속 원소의 제 1 원자, 상기 금속 원소의 제 1 원자에 결합된 하나 이상의 산소 원자,

및 상기 금속 원소의 제 1 원자에 결합된 하나 이상의 탄소 원자를 포함하는 화합물로서 사용된다. 산소 원자는 다른 것들

중 알콕시 잔기, 예를 들면 메톡시, 에톡시 또는 프로폭시 중에 존재할 수 있다. 폴리세스퀴옥세인 매트릭스는 세스퀴옥세

인 전구체들이 중합체를 형성하는 공유 결합 반응의 생성물로서 간주될 수 있다.

세스퀴옥세인 잔기에 추가하여, 폴리세스퀴옥세인 매트릭스는 당해 분야의 숙련된 이들에게 공지된 것들 중에서 다른 잔

기, 예를 들면 금속-OH, 금속-할라이드, 금속-탄화수소, 금속-탄화수소-금속 또는 금속-아릴 금속(여기서, "금속"은 금

속 원소의 원자를 나타내고, "할라이드"는 주기율표 7A족의 원자를 나타내고, "탄화수소"는 하나 이상의 탄소 원자를 갖는

잔기를 나타내고, "아릴"은 하나 이상의 방향족 잔기를 갖는 잔기를 나타낸다)을 추가로 포함할 수 있다(본원에서, "아릴"

은 "탄화수소"의 부분 집합이다). 금속-탄화수소-금속 잔기 또는 금속-아릴-금속 잔기(여기서, 각각의 금속은 동일하거나

상이한 탄소 원자에 결합된다)를 포함하는 폴리세스퀴옥세인 매트릭스는 "가교된 폴리세스퀴옥세인"으로 언급될 수 있다.

다르게는 또는 추가로, 폴리세스퀴옥세인 매트릭스는 다면체 올리고머 세스퀴옥세인(POS) 잔기를 포함할 수 있고, 이는

식 (R-금속-O1.5)n(여기서, R은 사이클릭 C5H10 또는 사이클릭 C6H12이고, n은 6 이상의 짝수이다)를 갖는 케이지(cage)

구조이다. 금속이 규소이고(즉, 다면체 올리고머 실세스퀴옥세인(POSS) 잔기이다), n이 8인 다면체 올리고머 세스퀴옥세

인(POS) 잔기의 예는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은 POSS 분자로부터 유도될 수 있다.

탄화수소 잔기의 크기는 단위 셀의 크기를 결정하고, 따라서 폴리실세퀴옥세인 매트릭스의 다공성을 결정한다. 다른 것들

중에서, 금속 원소, 폴리세스퀴옥세인 매트릭스에 존재하는 잔기의 유형 및 비율 및 폴리세스퀴옥세인 매트릭스의 제조에

이용된 가공 변수에 따라, 매트릭스는 약 30 내지 약 100Å 범위의 공극 직경을 가질 수 있다. 이론에 의해 제한되는 바는

아니지만, 이 범위의 공극 직경은 본 발명의 폴리세스퀴옥세인 매트릭스의 양성자 도전성을 개선시킬 수 있다.

본원에서 사용되는 "또는"은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하나의 실시양태에서, 할라이드는 불소이다. 다른 실시양태에서, 폴리세스퀴옥세인 매트릭스는 높은 불소 함량을 갖고, 이

는 폴리세스퀴옥세인 매트릭스의 탄소 원자에 결합된 원자의 25몰% 이상이 불소임을 의미한다.

폴리세스퀴옥세인 조성물은 또한 친수성 성분을 포함한다. "친수성 성분"은 물과 함께 수소 결합을 형성할 수 있는 잔기 또

는 분자를 의미한다. 하나의 실시양태에서, 친수성 성분은 식 를 갖는 이미다졸 잔기; 식 를 갖

는 피라졸 잔기; 식 를 갖는 벤즈이미다졸 잔기; 식 -SiX2OH(여기서, X는 각각 수소, 할라이드, 탄화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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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실릴이다)의 실란올 잔기; 식 (여기서, y는 6 내지 8의 정수이다)의 구조를 갖는

사이클로덱스트린, 또는 이중 둘 이상을 포함한다. 전술된 구조에서, 채워지지 않은 원자가는 H, 할라이드, 탄화수소, 실릴

(하나 이상의 규소 원자를 갖는 잔기) 또는 폴리세스퀴옥세인 매트릭스의 원자, 예를 들면 금속 원소의 원자 또는 산소 원

자, 탄화수소, 아릴, 실릴, 또는 금속 원소의 원자에 결합된 다른 잔기에 대한 결합을 나타낸다.

폴리세스퀴옥세인 매트릭스에서 친수성 성분을 부동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하나의 실시양태에서, 친수성 성분

은 폴리세스퀴옥세인 매트릭스에 공유 결합된다. 공유 결합은 금속 원소의 원자 또는 산소 원자, 탄화수소, 아릴, 실릴 또

는 금속 원소의 원자에 결합된 다른 잔기에 대한 것일 수 있다. 다른 실시양태에서, 친수성 성분은 폴리세스퀴옥세인 매트

릭스에서 유리질 부동화된다. 즉, 친수성 성분 및 폴리세스퀴옥세인 매트릭스는, 조성물을 폴리세스퀴옥세인 매트릭스의

유리전이온도보다 상당히 낮은 온도에서 보유함으로써, 서로에 대한 위치가 고정된다. 이런 온도에서, 조성물은 유리처럼

느껴지고 매우 끈적인다. 폴리세스퀴옥세인 매트릭스의 유리전이온도는 본 발명의 개시의 이점을 갖는 당해 분야의 숙련

자에 의해 일상적인 방식으로 측정될 수 있다.

폴리세스퀴옥세인 조성물은 또한 양이온 도전성 성분을 포함한다. "양이온-도전성 성분"은 양성자를 결합 및 분리시키거

나 시킬 수 있는 잔기, 분자 또는 다수의 잔기 또는 분자이다. 양성자 도전성 성분은 폴리세스퀴옥세인 매트릭스에 공유 결

합된 잔기, 친수성 성분, 분자, 다수의 분자의 올리고머 또는 중합체 또는 이의 둘 이상에 공유 결합할 수 있는 잔기를 포함

할 수 있다. 하나의 실시양태에서, 양성자 도전성 성분은 무기 브뢴스테드 산 잔기를 포함한다. "무기 브뢴스테드 산 잔기"

는 양성자를 결합 및 해리시킬 수 있는 잔기이고, 여기서, 양성자가 결합하고, 양성자가 해리될 수 있는 원자는 탄소가 아

니고 탄소 원자에 결합되어 있지 않다.

하나의 실시양태에서, 양성자 도전성 성분은 모노도데실포스페이트(H2PO4(CH2)11CH3), 포스포텅스텐산

(aWO3·H3PO4·bH2O, 여기서 a는 약 10 내지 약 14의 정수이고, b는 약 5 내지 약 7의 정수이다), 인산(H3PO4), 붕산

(BH3O3), 식 의 트라이플루오로메탄설폰이미드 또는 이의 둘 이상이다.

양성자 도전성 성분은 다수의 잔기 또는 분자를 포함할 수 있다. 하나의 실시양태에서, 무기 브뢴스테드 산 잔기에 추가하

여, 양성자 도전성 성분은 추가로 브뢴스테드 염기 잔기를 포함한다. 추가의 실시양태에서, 양성자 도전성 성분은 (a) 이미

다졸 및 트라이플루오로메탄설폰이미드, (b) 다이프로필아민 및 트라이플루오로메탄설폰

이미드 또는 이들 둘 모두를 포함한다.

폴리세스퀴옥세인 매트릭스에서 양성자 도전성 성분을 부동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하나의 실시양태에서, 양성

자 도전성 성분은 폴리세스퀴옥세인 매트릭스에 공유 결합되어 있다. 공유 결합은 금속 원소의 원자 또는 산소 원자, 탄화

수소, 아릴, 실릴 또는 금속 원소의 원자에 결합된 다른 잔기에의 결합이다. 다른 실시양태에서, 양성자 도전성 성분은 폴

리세스퀴옥세인 매트릭스에서 유리질 부동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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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실시양태에서, 양성자 도전성 성분이 폴리세스퀴옥세인 매트릭스에 공유결합되어 있는 경우, 양성자 도전성 성분

은 식 (여기서, R은 탄소수 1 내지 약 10의 알킬 기, 탄소수 1 내지 약 10의 할라이드-치환된 알킬 기, 탄

소수 1 내지 약 10의 알케닐 기, 탄소수 1 내지 약 10의 할라이드-치환된 알케닐 기, 탄소수 1 내지 약 10의 알키닐 기, 탄

소수 1 내지 약 10의 할라이드-치환된 알키닐 기, 탄소수 6 내지 약 20의 아릴-함유 기, 탄소수 6 내지 약 20의 할라이드-

치환된 아릴-함유 기, 방향족 헤테로사이클릭 잔기를 함유하고 탄소수가 6 내지 약 20인 기, 또는 방향족 헤테로사이클릭

잔기를 함유하고 탄소수가 6 내지 약 20인 할라이드-치환된 기이다) 또는 이의 염의 구조를 갖는 펜던트 설폰산 기를 포함

한다. 채워지지 않은 원자가는 폴리세스퀴옥세인 매트릭스에 대한 결합을 나타낸다. 추가의 실시양태에서, 팬던트 설폰산

기는 페닐 잔기 또는 1-뷰틸-3-메틸-이미다졸륨 트라이플루오로메타닐 잔기를 포함한다.

또 다른 실시양태에서, 양성자 도전성 성분은 폴리세스퀴옥세인 매트릭스에 공유 결합되고, 양성자-도전성 성분은 식

의 구조를 갖는 팬던트 포스폰산 기 또는 이의 염을 포함하며, 여기서 R은 탄소수 1 내지 약 10의 알킬 기,

탄소수 1 내지 약 10의 할라이드-치환된 알킬 기, 탄소수 1 내지 약 10의 알케닐 기, 탄소수 1 내지 약 10의 할라이드-치

환된 알케닐 기, 탄소수 1 내지 약 10의 알키닐 기, 탄소수 1 내지 약 10의 할라이드-치환된 알키닐 기, 탄소수 6 내지 약

20의 아릴-함유 기, 탄소수 6 내지 약 20의 할라이드-치환된 아릴-함유 기, 방향족 헤테로사이클릭 잔기를 함유하고 탄소

수가 6 내지 약 20인 기, 또는 방향족 헤테로사이클릭 잔기를 함유하고 탄소수가 6 내지 약 20인 할라이드-치환된 기이다.

채워지지 않은 원자가는 폴리세스퀴옥세인 매트릭스에 대한 결합을 나타낸다. 추가의 실시양태에서 R은 페닐이다.

당해 분야의 숙련자들에게 본 발명의 이점, 즉 상기 조성물의 특정 성분이 친수성 성분 및 양성자-도전성 성분 모두의 기

능을 가질 수 있음은 명백할 것이다.

또 다른 실시양태에서, 본 발명은 연료 전지에 관한 것이다. 도 1에 도시한 바와 같이, 연료 전지(100)는 애노드(110)를 포

함한다. 애노드(110)는 당해 분야의 숙련자에게 통상적인 물질로서, 본 발명의 이점을 갖는 임의의 적절한 물질로부터 형

성될 수 있다.

애노드(110)는 연료, 예를 들어 하나의 실시양태에서 메탄올 또는 에탄올이 산화되어, 필요한 경우 양성자 및 전자를 생성

하는 위치이거나, 또는 수소가 양성자 및 전자로 이온화되는 위치이다. 도 1에서, 연료는 메탄올이지만, 이는 단지 예시일

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전자는 외부 회로(도시되지 않음)를 통해 공급되어 전기적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연료 전지(100)는 연료를 애노드(110)에 공급할 수 있는 연료 소오스(120) 또한 포함한다. 연료 공급은 수동 기법

(예를 들어, 도관 내에서의 확산 또는 중력-보조 유동) 또는 능동 기법(예를 들어, 도관 내에서의 유동을 위해, 액체 연료를

촉진시키는 펌프(들)의 사용 또는 기체 연료를 촉진시키는 취입기의 사용)이 임의로 조합되어 포함될 수 있다. 연료의 예로

는 메탄올, 에탄올, 수소 또는 이들 중 둘 이상을 들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애노드(110)는 전자가 연료 물질로부터 제거되고 외부 회로(도시되지 않음)를 통해 공급되는 위치이다.

탄화수소 연료의 산화 또는 수소의 이온화에 의해 발생된 양성자는, 전자가 작업을 수행하여 회로를 완성한 후 전자와 결

합할 수 있다. 따라서, 연료 전지(100)는, (i) 금속 원소를 포함하는 세스퀴옥세인 잔기를 포함하는 세스퀴옥세인 매트릭

스; (ii) 친수성 성분; 및 (iii) 양성자-도전성 성분을 포함하는 폴리세스퀴옥세인 조성물을 포함하는 양성자 교환 막(130)을

포함한다.

폴리세스퀴옥세인 조성물은 전술한 바와 같을 수 있다. 하나의 실시양태에서, 금속 원소는 규소, 알루미늄, 타이타늄, 지르

코늄, 게르마늄 또는 이들 중 둘 이상의 혼합물이다. 하나의 실시양태에서, 친수성 성분은 이미다졸 잔기, 피라졸 잔기, 벤

즈이미다졸 잔기, 실란올 잔기, 사이클로덱스트린 또는 이들 중 둘 이상을 포함한다. 친수성 성분은 폴리세스퀴옥세인 매

트릭스에 공유 결합하거나 폴리세스퀴옥세인 매트릭스에서 유리질 고정화됨으로써 폴리세스퀴옥세인에 고정될 수 있다.

하나의 실시양태에서, 양성자-도전성 성분은 무기 브뢴스테드 산 잔기를 포함하고, 추가의 실시양태에서, 양성자-도전성

성분은 브뢴스테드 염기 잔기를 추가로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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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자 교환 막(130)은 양성자를 애노드(110)로부터 캐쏘드(140)로 이동시킨다. 캐쏘드(140)에서, 양성자는 산화제의 존

재 하에 전자와 재결합한다. 캐쏘드(140)는 당해 분야의 숙련자에게 통상적인 물질로서 본 발명의 이점을 갖는 임의의 적

절한 물질로부터 형성될 수 있다. 하나의 실시양태에서, 캐쏘드(140)는 백금으로부터 형성된다.

캐쏘드(140)에서 발생하는 양성자 및 전자의 재결합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산화제가 존재한다. 이로써, 연료 전지(100)는

산화제를 캐쏘드(140)에 공급할 수 있는 산화제 소오스(150)을 추가로 포함한다. 공급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연료를 애노

드로 공급하는 라인에 따른, 임의의 조합된 수동 기법 또는 능동 기법이 포함될 수 있다. 도 1에 도시된 산화제는 산소이지

만, 이는 예시일 뿐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 공기는 산소의 용이한 소오스이지만, 경우에 따라 더욱 높거나 낮은 농도의 산

소와의 혼합물 또는 공기와 상이한 농도의 다른 기체와의 혼합물이 사용될 수 있다.

양성자 교환 막은 양성자를 용이하게 도전하여야 한다. 하나의 실시양태에서, 양성자 교환 막은 0.01Scm-1를 초과하는 양

성자 도전성을 갖는다. 이론에 얽매이는 것은 아니나, 출원인은 폴리세스퀴옥세인 매트릭스가 물과 친수성 성분 사이의 수

소결합 및 양성자-도전성 성분과 관련한 양성자의 도전을 통해 매트릭스 내의 물 분자의 응집물에 도전성인 메소다공성

(mesoporosity) 구조를 생성함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양성자 교환 막은 낮은 메탄올 투과능을 나타내어야 하는데, 이는 애노드에서의 메탄올 산화 효율을 개선시키고 캐

쏘드에 메탄올의 존재로 인한 비효율성을 감소시킨다. 하나의 실시양태에서, 양성자 교환 막은 약 0.2μ몰·분-1·cm-2 미만

의 메탄올 투과 계수(메탄올 크로스오버(crossover) 비율로서 정의됨)를 갖는다.

연료 전지는 다른 요소, 예를 들어 사용자-이용 가능한 제어기(control);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또는 펌웨어(firmware)에

수록된 지시내용을 수행할 수 있는 제어 장치; 가열 장치; 냉각 장치; 또는 연료 전지의 사용에 있어서 당해 분야의 숙련자

에게 공지된 기타 요소를 추가로 포함한다.

연료 전지는 고정 제품(예를 들어, 비교적 대형 배터리, 예비 전력 소오스 등), 이동 제품(예를 들어, 차량 전원) 및 휴대용

제품(예를 들어, 랩탑 컴퓨터의 배터리에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 및 휴대폰 전원)에 사용하기 적합할 수 있다. 본 발

명의 연료 전지는 중간 온도(약 100 내지 약 250℃)에서 사용하기 적합할 수 있다. 매질 온도 이상에서는, 본 발명의 연료

전지의 양성자 교환 막이 종래 시판 중인 양성자 교환 막보다 높은 열 안정성을 갖는다.

또 다른 실시양태에서, 본 발명은, (i) 금속 원소를 포함하는 세스퀴옥세인 잔기를 포함하는 폴리세스퀴옥세인 매트릭스,

(ii) 친수성 성분, 및 (iii) 양성자-도전성 성분을 포함하는 폴리세스퀴옥세인 조성물을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양성자 교환

막 층; 및 하나 이상의 촉매화된 전극 층을 포함하되; 상기 하나 이상의 양성자 교환 막 층이 2개의 촉매화된 전극 층 사이

에 배치되거나, 또는 하나 이상의 촉매화된 전극 층이 2개의 양성자 교환 막 층 사이에 배치되는 막 전극 조립체에 관한 것

이다.

양성자 교환 막은 전술한 바와 같을 수 있다. 촉매화된 전극 층은 전술한 바와 같은 캐쏘드 또는 애노드와 실질적으로 유사

할 수 있다. 하나의 실시양태에서, 하나 이상의 촉매화된 전극 층은 백금을 포함한다. 또 다른 실시양태에서, 하나 이상의

촉매화된 전극 층은 비-귀금속을 포함한다.

또 다른 실시양태에서, 본 발명은, 금속 원소가 포함된 세스퀴옥세인 전구체를 반응시켜 폴리세스퀴옥세인 매트릭스를 형

성하는 단계; 상기 폴리세스퀴옥세인 매트릭스에 친수성 성분을 혼입하는 단계; 및 상기 폴리세스퀴옥세인 매트릭스에 양

성자-도전성 성분을 혼입하여 폴리세스퀴옥세인 조성물을 수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폴리세스퀴옥세인 조성물의 제조방

법에 관한 것이다.

세스퀴옥세인 전구체는 당해 분야의 숙련자에 의해 본 발명의 이점을 갖는 통상적인 실험 물질로서 선택될 수 있다. 일반

적으로, 세스퀴옥세인 전구체는 금속-OH 또는 금속-O-알킬 잔기(여기서, 알킬은 -CH3, -CH2CH3, -(CH2)2CH3 등이

다)를 포함하고, 이는 졸-겔 조건 하에 반응하여 금속-O-금속 연결부 및 부산물로서 물 또는 알코올을 형성할 수 있다. 금

속이 규소인 경우, 실세스퀴옥세인 전구체의 예로는 벤질 트라이에톡시실레인 또는 모노페닐 트라이에톡시실레인 등을 들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졸-겔 조건과 다른 조건에서 반응될 수 있다. 다른 잔기는 졸-겔 조건 또는 다른 반

응 조건 하에서도 양호하게 반응하여 폴리세스퀴옥세인 매트릭스 내에서 다른 연결부, 예를 들어 금속-탄화수소-금속 연

결부 또는 금속-아릴-금속 연결부를 생성할 수 있다. 이 반응은 전형적으로 비교적 낮은 온도(예를 들어, 약 15 내지 약

100℃)에서 수행될 수 있다. 반응 단계의 결과는 폴리세스퀴옥세인 매트릭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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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한 바와 같이, 친수성 성분은 하나 이상의 기법에 의해 폴리세스퀴옥세인 매트릭스에 혼입될 수 있다. 한 기법에서, 친

수성 성분은 친수성 성분 잔기 및 이탈기, 예를 들어 -OH 또는 -할라이드를 포함하는 분자로서 제공되고, 이 분자는 세스

퀴옥세인 전구체와 혼합되고 반응 단계 중에 존재한다. 이 기법에서, 일부 금속-O-친수성 성분 잔기 연결부, 금속-탄화수

소-친수성 성분 잔기 연결부, 또는 금속-아릴-친수성 성분 잔기 연결부가 형성되어 친수성 성분이 폴리세스퀴옥세인 매

트릭스에 공유 결합될 수 있다.

또 다른 기법에서, 친수성 성분은 세스퀴옥세인 전구체 반응 조건 하에서 비교적 비-반응성인 친수성 성분 분자로서 제공

되고, 상기 세스퀴옥세인 전구체와 혼합된다. 이 기법에서는, 매트릭스가 형성됨에 따라 친수성 성분이 폴리세스퀴옥세인

매트릭스와 비-공유 결합될 수 있다.

추가 기법에서, 친수성 성분은 폴리세스퀴옥세인 매트릭스를 함침시킬 수 있는 조성물 중의 친수성 성분 분자로서 제공될

수 있다. 이러한 조성물은 매트릭스의 정공에 들어가서 친수성 성분 분자를 전달할 수 있는 용액일 수 있다. 이 기법에서,

매트릭스를 조성물과 접촉시킨 후, 친수성 성분 분자 이외의 조성물 성분을 매트릭스로부터 제거함으로써(예를 들어, 폴리

세스퀴옥세인 매트릭스에 열을 가하거나 진공을 적용시켜 용매를 매트릭스로부터 추출하여), 친수성 성분 분자를 예비형

성된 폴리세스퀴옥세인 매트릭스에 혼입할 수 있다.

전술한 기법의 둘 이상이 수행될 수 있다.

앞서 기술한 내용으로부터 명백히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친수성 성분을 혼입하는 단계는 반응 단계와 동시에 또는 그 이후

에 수행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은 양성자-도전성 성분은 하나 이상의 기법에 의해 폴리세스퀴옥세인 매트릭스에 혼입될 수 있다. 한 기법

에서, 양성자-도전성 성분은 양성자-도전성 성분 잔기 및 이탈기, 예를 들어 -OH 또는 -할라이드를 포함하는 분자(들)로

서 제공되고, 이 분자는 세스퀴옥세인 전구체와 혼합되어 반응 단계 중에 존재한다. 이 기법에서, 일부 금속-O-양성자 도

전체 잔기 연결부, 금속-탄화수소-양성자 도전체 잔기 연결부 또는 금속-아릴-양성자 도전체 잔기 연결부가 형성되어, 상

기 양성자-도전성 성분이 폴리세스퀴옥세인 매트릭스에 공유 결합될 수 있다.

또 다른 기법에서, 양성자-도전성 성분은 세스퀴옥세인 전구체 반응 조건 하에서 비교적 비-반응성인 양성자-도전체 분

자로서 제공되고, 상기 세스퀴옥세인 전구체와 혼합된다. 이 기법에서, 양성자-도전성 성분은 매트릭스가 형성될 때 폴리

세스퀴옥세인 매트릭스와 비-공유 결합될 수 있다.

추가의 기술에서, 양성자 도전성 성분이 폴리세스퀴옥세인 매트릭스를 포화시킬 수 있는 조성물에서 양성자 도전체 분자

로서 제공될 수 있다. 이러한 조성물은 매트릭스의 공극에 유입되어 그곳에 양성자 도전체 분자를 수송할 수 있는 용액일

수 있다. 이러한 기법에서, 양성자 도전체 분자는, 매트릭스를 상기 조성물과 접촉시키고, 그 다음 예를 들어 열 또는 진공

을 상기 폴리세스퀴옥세인 매트릭스에 적용하여 매트릭스로부터 용매를 추출함으로써 상기 매트릭스로부터 양성자 도전

성 성분 분자 이외의 조성물 성분을 제거함으로써, 예비 형성된 폴리세스퀴옥세인 매트릭스에 도입할 수 있다.

세스퀴옥세인 전구체가 금속-벤질 또는 금속-모노페닐 잔기로 구성되는 경우, 양성자 도전성 성분은 클로로설폰산, 클로

로포스폰산 등에 의한 금속-벤질 또는 금속-모노페닐 잔기의 설폰화 또는 포스폰화에 의해 혼입될 수 있다.

2개 이상의 전술한 기법을 수행할 수 있다.

전술한 논의로부터 명백해지는 바와 같이, 양성자 도전성 성분을 혼입하는 단계는, 반응 단계와 동시에 또는 그 후에 수행

될 수 있고, 독립적으로 친수성 성분을 혼입하는 단계와 동시에 또는 후속적으로 수행할 수도 있다.

반응 단계와 동시에 또는 후속적으로 수행되는 경우, 폴리세스퀴옥세인 조성물은 목적하는 형태로 가공될 수 있다. 하나의

실시양태에서, 폴리세스퀴옥세인 조성물은 목적하는 형태를 제공하는 주형에서 세스퀴옥세인 전구체를 반응시킴으로써

성형된다. 다른 실시양태에서, 폴리세스퀴옥세인 조성물은 폴리세스퀴옥세인 매트릭스의 용매 주조(casting)에 의해 성형

된다. 부가적인 실시양태에서, 폴리세스퀴옥세인 조성물은 폴리세스퀴옥세인 조성물을 목적하는 형태로 스탬프화

(stamping) 및 압축 성형시켜 폴리세스퀴옥세인 매트릭스 형성을 진행시킴으로써 매트릭스 형성 반응 동안 성형된다. 본

발명의 폴리세스퀴옥세인 조성물은 일반적으로 축합 및 전체 가교결합 네트워크 형성을 완료하기 전에 용이하게 가공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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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적인 실시양태에서, 본 발명은 (i) 금속 원소를 포함하는 세스퀴옥세인 잔기를 포함하는 폴리세스퀴옥세인 매트릭스,

(ii) 친수성 성분, 및 (iii) 양성자 도전성 성분을 포함하는 폴리세스퀴옥세인 조성물을 포함하는 센서 조립체를 포함하는 센

서에 관한 것이다.

폴리세스퀴옥세인 조성물 및 이들의 성분은 전술한 바와 같을 수 있다. 조성물은 양성자를 도전할 수 있고, 양성자 도전에

의해 알려주는 신호 및 기상의 화학 종을 정성 또는 정량화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센서는 추가로 기타 구성요소, 예를 들어 사용자-이용 가능한 제어 장치로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또는 펌웨어에서 코딩

된 지시를 이행할 수 있는 제어기, 기상의 하나 이상의 화학 종의 존재 또는 이들의 양을 사용자에게 주의시키기 위한 보고

수단, 또는 센서에서 사용하기 위해 당업자에게 공지된 다른 구성요소를 포함할 수 있다.

하기 실시예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양태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당업계의 숙련자라면, 하기의 실시예에 개시된 기법

이 본 발명의 수행에 있어서 우수하게 기능하는 것으로 발명자에 의해 밝혀진 기법을 나타냄을 알 것이며, 이들의 수행에

있어서 바람직한 방식을 구성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당업자라면, 본 개시내용에 기초하여, 개시된 구체적인

실시양태에서 다수의 변형이 가능하고 본 발명의 진의 및 범위로부터 벗어나지 않은 채 여전히 동일 또는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실시예 1: 유기-무기 하이브리드 폴리세스퀴옥세인 매트릭스 시스템의 메소다공성

본원에서는, 폴리세스퀴옥세인 매트릭스 내부에 소위 "벌키 케이지(bulky cage)"로 지칭되는 사이클릭 및 넓은 고리 골격

의 치환기를 통제하여 혼입함에 기초하여 유기-무기 하이브리드 폴리세스퀴옥세인 매트릭스 시스템에서 물질의 다공성을

화학적으로 유발하는 일반화된 접근 방법에 대해 보고한다. 이러한 나노구조 형틀의 체계적인 도입으로 메소-공극(직경이

약 4 내지 약 40nm인 구멍 삽입물)이 생성되는 것으로 설명된다. 이론에 얽매이는 것은 아니지만, 메소-공극 형성을 위한

2개의 메커니즘은, (a) 골격 케이지 구조 내부에 구멍 분획을 도입함으로써 유발되는 증가된 분자 내 자유 체적; (b) 삽입

된 케이지 치환기의 부피로 인해 감소된 쇄 충전 효율(즉, 미세구조의 네트워크 돌출부의 높은 밀도)로부터 유발되는 증가

된 분자간 자유 체적으로 여겨진다. 약 15Å의 케이지 길이를 갖는 POSS(다면체 올리고머 실세스퀴옥세인) 및 약 7Å의

케이지 길이를 갖는 β-사이클로덱스트린으로부터 유도되는 것으로 2개의 독립된 "벌키 케이지" 모델 시스템을 갖는 다양

한 다성분 중합체 구조로부터 유래되는 결과는, 상기 접근법이 무기-유기 하이브리드 물질 시스템의 다공성을 제어하기

위한 경로로서 포괄적이고 용이하게 효과적임을 입증한다.

메소-다공성을 위한 2가지 메커니즘은, 예를 들어 POSS-스타이렌에 의한 모델 시스템을 갖고 수행하는 시험법에 의해 설

명할 수 있되, 여기서 POSS는 로 표시되고, x 및 100-x는 하기 고분자 내의 각각의 유형의 단위의 백분율을 나타

낸다.

도 3에서 도시한 바와 같은 알콕시-종결된 POSS 화합물은, 폴리실세스퀴옥세인 매트릭스의 졸-겔 합성에서 알콕시실레

인과 유사하게 사용될 수 있다.

또한, 3개의 사이클로덱스트린(CD)인 α형, β형, γ형을 시험하였다. 이러한 3개의 화합물의 특성은 하기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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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콕시-종결된 사이클로덱스트린은 70℃에서 16 내지 24시간 동안 DMF에서 OCN(CH2)3Si(OEt)3과 사이클로덱스트린

을 반응시킴으로써 발생된다. 알콕시-종결된 사이클로덱스트린은 도 5에서 도시하는 바와 같이 무기-유기 네트워크를 발

생시키기 위해 졸-겔 화학에서 사용되었다.

도 6은 사이클로덱스트린의 알콕시-종결 반응을 설명하는 NMR 데이터를 나타낸다. 숫자 비율은 알콕시 종결 반응에서

아이소사이아네이트:사이클로덱스트린 몰비에 상응하고, 따라서 사이클로덱스트린 고리 상에 종결 부위의 수에 상응한다.

도 7 내지 9는 사이클로덱스트린 또는 POSS 함량의 함수로서 다양한 다공성 측정치(평균 공극 직경, 다공도(%), 벌크 밀

도 및 표면적)의 그래프를 나타낸다. 도 7는 폴리실세스퀴옥세인 매트릭스의 사이클로덱스트린 함량의 함수로서 사이클로

덱스트린을 포함하는 폴리실세스퀴옥세인 매트릭스의 평균 공극 직경의 그래프이다. 도 8은 폴리실세스퀴옥세인 매트릭

스의 POSS 함량의 함수로서 POSS를 포함하는 폴리실세스퀴옥세인 매트릭스의 다공도(흰 사각형) 및 벌크 밀도(검은 원

형)의 그래프이다. 도 9는 폴리실세스퀴옥세인 매트릭스의 사이클로덱스트린 함량의 함수로서 사이클로덱스트린을 포함

하는 폴리실세스퀴옥세인 매트릭스의 BET 표면적(검은 원형, 로그 스케일; 검은 삼각형, 선형 스케일)의 그래프이다.

알콕시-종결된 POSS 및 알콕시-종결된 사이클로덱스트린은 또한 공지된 세스퀴옥세인/실세스퀴옥세인 전구체(예를 들

어, 모노페닐-트라이에톡시실레인)를 조합하고, 그 다음 졸-겔 조건 하에서 반응시켜 다중 성분 폴리세스퀴옥세인/폴리실

세스퀴옥세인을 형성하였다.

실시예 2: 준비 절차

다성분 복합 시스템의 분자 구조는 체계적으로 고안되고, 열 안정성, 양성자성 도전성 및 다른 물질 특성을 제어하도록 설

계할 수 있다.

기계적으로 강한 유리질 물질은 유사 졸-겔 중합 화학을 사용하여 치환된 알콕시실레인 및 이러한 시스템용 기타 전구체

분자의 축합 또는 가수분해로부터 형성되었다. 생성된 물질 구조는 나노상 무기 및 유기 도메인의 화학적으로 가교결합된

메소다공성 상호연결된 네트워크이었다. 이렇게 발생된 물질은 움직이고/움직이거나 부동화된 산 도판트로서, 또는 거꾸

로 거대분자 네트워크 구조 내부의 화학적으로 결합된 산 기로서 산성 잔기의 도입에 의한 양성자 도전을 위해 설계되었

다.

졸-겔 단량체 전구체의 제조 절차

(a) 2,2,3,3,4,4,5,5-옥타플루오로-1,6-헥세인다이올-비스(3-트라이에톡시실릴)프로필 카바메이트의 다이-트라이에톡

시실릴 가교화된 화합물의 제법

각각 몇 그램의 2,2,3,3,4,4,5,5 옥타플루오로-1,6-헥사다이올 및 (3-아이소사이아나토프로필)트라이에톡시실레인은 다

단계 진공 증류법에 의해 완전히 정제되어 순도가 99중량%를 능가하였다. 약 1g 또는 3.8밀리몰(mmol)의

2,2,3,3,4,4,5,5-옥타플루오로-1,6-헥세인다이올은 용매로서 톨루엔을 갖는 환저 플라스크 내부에 배치하였다. 약 1.9g

또는 4.3mmol의 (3-아이소시아나토프로필)트라이에톡시실레인을 플라스크에 적가하였다. 임의의 촉매 없이 약 25℃ 동

안 7일 동안 반응을 수행하였다. 생성물인 2,2,3,3,4,4,5,5-옥타플루오로-1,6-헥세인다이올-비스(3-트라이에톡시실릴)

프로필카바메이트를 분석하였으며, 순도가 98.6%인 것으로 밝혀졌고, 그 다음 냉각시켰다.

(b) 가교된 폴리실세스퀴옥세인 전구체 분자의 중합

전술한 전구체 분자로부터 폴리실세스퀴옥세인 매트릭스 시스템은 선택된 사이클로덱스트린-종결된 알콕시 화합물 및 부

피감 있는 POSS-종결된 알콕시 화합물(2:1의 몰비)의 존재 하에 2,2,3,3,4,4,5,5-옥타플루오로-1,6-헥세인다이올-비스

(3-트라이에톡시실릴)프로필 카바메이트를 축합하여 카바메이트와의 공축합을 촉진시킴으로써 제조되었다. THF는 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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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서 칼륨을 사용하여 7일 동안 교반하면서 증류하여 완전히 건조시켰다. 그 다음, 약 0.4몰 농도의 카바메이트 단량체

를 알코올 용액 중 사이클로덱스트린/POSS 알콕시 단량체(2:1의 몰비)의 5% 몰 당량을 첨가하여 THF와 혼합하였다. 축

합은 염산 또는 수산화나트륨에 의해 촉매작용되고, 약 6배 화학량론적 과량의 물을 사용하였다. 그 다음, 생성된 졸은 용

매 주조되어 박막이 형성되고, 그 다음 약 35℃에서 겔이 되었다. 겔화 이후에, 가교된 폴리실세스퀴옥세인 다중 성분 시스

템은 초기에 건조되고, 그 다음 2주 동안 약 125℃ 이하로 온도를 점진적으로 증가시켜 질소 하에서 어닐링하였다

(anneal).

(c): 다이-트라이에톡시실릴 전구체 단량체 분자의 제조

예시적인 유기 잔기를 함유하고 -Si(OC2H5)3 기로 종결된 단량체를 상응하는 폴리실세스퀴옥세인 매트릭스 시스템을 합

성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이클로덱스트린를 포함하는 단량체, POSS 또는 불소화 가교화 시스템을 제조하기

위하여, 유사 알콕시실레인 종결된 전구체 분자를 요구되는 전구체로부터 생성하였다. 적합한 가교화 폴리실세스퀴옥세인

전구체 분자로는, 예를 들어 α, α, α', α'-테트라키스(트라이플루오로메틸)-1,3-벤젠-다이메탄올 및 (3-아이소시아나토프

로필)트라이에톡시실레인을 도입시키는 전형적인 전구체를 사용하였다. 전자 화합물은 란카스터 신테시스(Lancaster

Synthesis)로부터 상업적으로 입수 가능하고, 후자 화합물은 시그마-알드리치(Sigma-Aldrich)로부터 상업적으로 입수

가능하다. 시약을 상기 (a)에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정제하였다. 약 1g 내지 2.43mmol의 α, α, α', α'-테트라키스(트라이플

루오로메틸)-1,3-벤젠-다이메탄올을 환저 플라스크 내에 넣었다. 이어서, 약 2.1g 또는 4.86mmol의 3-아이소시아나토

프로필)트라이에톡시실레인을 플라스크에 적가하였다. 톨루엔을 가하여 두 가지의 화합물의 혼합을 보조시켰다. 반응을

수행하여 목적하는 다이-트라이에톡시실릴 화합물을 수득하였다. 이러한 반응은 매우 발열성이었으며, 실온 또는 약 25℃

에서 임의의 촉매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이 반응은 활발하지 않으며, 장기간, 예를 들어 7일 동안의 장기간 반

응이 이의 완결을 위해 요구되었다. 생성물을 에톡시실릴 기의 너무 이른 가수분해를 방지하기 위해 냉각시켜 중합화시켰

다.

도 16은 기능성 다성분 물질의 생성에 유용한 물질 제조과정을 나타낸다.

하나의 특정한 실시예에서, 산 도판트(12-포스포텅스텐산)를 THF(1g/cc로)에 용해시키고 THF 중의 세스퀴옥세인 전구

체 분자(비스(트라이에톡시실릴)헥세인) 용액과 적가혼합시켰다. 혼합을 완결한 다음, 아이소프로판올 용액 중의 알콕시

실레인 종결된 친수성 화합물(사이클로덱스트린)을 격렬하게 교반하면서 상기 용액에 적가하였다. 수득된 혼합물을 교반

하면서 70℃ 및 HCl 용액의 촉매량(1몰의 알콕시 기가 H2O 1몰당 0.02몰의 HCl에 의해 촉진되도록 하는 화학양론적인

양)으로 가열하였다. 알콕시 기의 가수분해-축합 반응을 점성이 유의적으로 증가할 때까지 수행한 다음 필름을 테프론 판

으로 용매 주조하고 잔류 용매를 천천히 증발시켰다. 주조 필름을 비활성 분위기(질소) 하에서 추가로 어닐링하여 추가의

중합체 반응 및 네트워크 형성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수득된 프리-스탠딩(free-standing) 균질한 물질 필름을 분

석적 특정화, 평가 및 시험을 위해 궁극적으로 수득하였다.

실시예 3: 폴리실세스퀴옥세인 매트릭스/사이클로텍스트린/12-포스포텅스텐산 양성자 교환 막을 포함하는 연료 전지의

성능

물질 시스템을 화학 및 전술된 과정을 사용하여 생성하고 가공하여 연료 전지 성능 분석에 사용될 수 있는 양성자 교환 막

을 수득하였다. 이러한 예의 양성자 교환 막은 양성자 도전체 성분으로서 폴리실세스퀴옥세인 매트릭스(사이클로덱스트린

및 12-포스포텅스텐산)을 포함한다. 양성자 교환 막을 하기와 같이 고안하였다:

1-CD-브리지: 사이클로덱스트린과 헥실-가교화 실세스퀴옥세인 전구체 단량체로부터 유도된 비불소화-유기-가교화 폴

리실세스퀴옥세인을 도입하는 복합체를 의미함.

1-CD-F-브리지: 사이클로덱스트린과 카바메이트-가교화 전구체 단량체로부터 유도된 불소화-유기-가교화 폴리실세스

퀴옥세인을 도입하는 복합체를 의미함.

2-CD-F-브리지: 사이클로덱스트린과 카바메이트-가교화 전구체 단량체로부터 유도된 불소화-유기-가교화 폴리실세스

퀴옥세인을 도입하는 복합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이클로덱스트린 함량은 1-CD-F-브리지보다 2 높은 인자(몰 기준)

임.

양성자 교환 막을 포함하는 연료 전지를 통상적인 기술에 의해 조립하였다.

공개특허 10-2006-0053084

- 11 -



다양한 시스템의 전기적 성능을 하기에 나타내었다. 불소화 물질은 비불소화 물질과 비교하여 매우 높은 도전성 특성을 나

타내었다(도 10). 증가된 작동 온도에서 장기간 성능에 있어서, 작동 200시간 후 약간의 분해가 나타났다(도 11). 메탄올

크로스오버(Cross-over)가 하기 표에 나타낸 데이터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상적인 나피온-실리카(Nafion-Silica) 복합

대조물에 비해 현저하게 향상되었다.

실시예 4: 설폰화 폴리실세스퀴옥세인 매트릭스/친수성 성분/양성자 교환 막을 포함하는 연료 전지의 성능

물질 시스템을 화학 및 전술된 과정을 사용하여 생성 및 가공하였다.

하기 명명은 양성자 도전체 성분이 폴리실세스퀴옥세인 네트워크 구조에 공유결합된 페닐 고리에서 설폰화에 의해 유입되

는 물질 시스템을 언급한다.

모노페닐트라이에톡시실레인(비가교화 전구체 단량체), POSS-에톡시실세인-종결화 전구체 및 사이클로덱스트린-에톡

시실레인-종결화 전구체를 균질한 용액 중에서 3:2:1의 몰 조성비로 반응시켜 복합 시스템을 유도하였다. 졸-겔 네트워크

형성 후, 설폰화를 공지된 기술을 사용하여 방향족 고리(페닐 치환)에서 상이한 범위로 수행하였다.

다양한 시스템의 열 및 전기적 성능을 하기에 나타낸 바와 같이 평가하였다(도 12 내지 15). 도 12는 페닐 설폰화 함수로서

분해 개시 온도 그래프이다. 도 13은 온도 함수로서 도전성 그래프이다. 도 14는 전류 밀도의 함수로서 전지 전압 그래프

이다. 도 15는 연료 전지 온도의 함수로서 전력 밀도 그래프이다.

본원에 개시되고 청구된 모든 조성물, 방법 및 기기는 개시내용에 비추어 과도한 실험 없이 제조되고 실행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조성물, 방법 및 기기가 유리한 실시태양으로서 개시되었지만, 조성물, 방법 및 기기에 변형이 적용되고, 발명의 주

제, 범위 및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 본원에 개시된 방법의 단계 또는 단계의 순서의 변형이 적용된다는 것은 당해 분야의 숙

련가들에게 자명하다. 더욱 상세하게는, 화학적으로 관련된 특정한 시약을 본원에 개시된 시약에 대해 치환하더라도 동일

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하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연료 전지의 열 및 전기적 성능이 개선되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금속 원소를 포함하는 세스퀴옥세인 잔기를 포함하는 폴리세스퀴옥세인 매트릭스; 친수성 성분; 및 양성자-도전성 성분을

포함하는 폴리세스퀴옥세인 조성물.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금속 원소가 규소, 알루미늄, 타이타늄, 지르코늄, 게르마늄 또는 이들 중 2개 이상의 혼합물인 폴리세스퀴옥세인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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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폴리세스퀴옥세인 매트릭스가 약 25% 이상의 불소 함량을 갖는 폴리세스퀴옥세인 조성물.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친수성 성분이 이미다졸 잔기, 피라졸 잔기, 벤즈이미다졸 잔기, 실란올 잔기, 사이클로덱스트린 또는 이들 중 2개 이상의

혼합물을 포함하는 폴리세스퀴옥세인 조성물.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양성자-도전성 성분이 무기 브뢴스테드 산 잔기를 포함하는 폴리세스퀴옥세인 조성물.

청구항 6.

애노드; 상기 애노드에 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 연료 소오스; 금속 원소를 포함하는 세스퀴옥세인 잔기를 포함하는 폴리세

스퀴옥세인 매트릭스, 친수성 성분 및 양성자-도전성 성분을 포함하는 폴리세스퀴옥세인 조성물을 포함하는 양성자 교환

막; 캐쏘드; 및 상기 캐쏘드에 산화제를 공급할 수 있는 산화제 소오스를 포함하는 연료 전지.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양성자 교환 막이 0.01Scm-1 초과의 양성자-도전성을 갖는 연료 전지.

청구항 8.

금속 원소가 포함된 세스퀴옥세인 전구체를 반응시켜 폴리세스퀴옥세인 매트릭스를 형성시키는 단계;

상기 폴리세스퀴옥세인 매트릭스에 친수성 성분을 혼입시키는 단계;

상기 폴리세스퀴옥세인 매트릭스에 양성자-도전성 성분을 혼입시켜 폴리세스퀴옥세인 조성물을 수득하는 단계를 포함하

는, 폴리세스퀴옥세인 조성물을 제조하는 방법.

청구항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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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원소를 포함하는 세스퀴옥세인 잔기를 포함하는 폴리세스퀴옥세인 매트릭스, 친수성 성분 및 양성자-도전성 성분을

포함하는 폴리세스퀴옥세인 조성물을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양성자 교환 막 층; 및 하나 이상의 촉매화 전극 층을 포함하

는 막 전극 조립체로서,

하나 이상의 양성자 교환 막 층이 2개의 촉매화 전극 층들 사이에 배치되어 있거나, 또는 하나 이상의 촉매화 전극 층이 2

개의 양성자 교환 막 층들 사이에 배치되어 있는 막 전극 조립체.

청구항 10.

금속 원소를 포함하는 세스퀴옥세인 잔기를 포함하는 폴리세스퀴옥세인 매트릭스, 친수성 성분, 및 양성자-도전성 성분을

포함하는 폴리세스퀴옥세인 조성물을 포함하는 센서 조립체를 포함하는 센서.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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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공개특허 10-2006-0053084

- 15 -



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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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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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도면9

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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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1

도면12

도면13

도면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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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5

도면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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