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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gas analysis data come from the hydrogen which is produced by proton exchange membrane. 
Main impurities of hydrogen are methane, oxygen, nitrogen, carbon monoxide, and carbon dioxide. The 
concentration of impurities is ranged between 0.0191 to 315µmol/mol for each impurity. Methane contamination 
is believed from the electrode reaction between carbon doped electrode and produced hydrogen. Nitrogen 
contamination should take place the sampling process error, not from PEM hydrogen Produc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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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crip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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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M: Proton Exchange Manbrane

1. 서  론

수소에너지는 약100여년 전부터 관심을 받아 왔

으며 최근 지속되는 유가의 급격한 상승과 화석연료

의 사용으로 인한 지구 온난화 문제 등이 대두되면

서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에너지원이자 

온실가스를 만들지 않는 청정 에너지원인 수소생산

에 대한 기술의 중요성이 잘 알려져 있으며 독일, 미
국, 일본 등 여러 선진국에서 개발과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수소의 생산방법으로는 크게 탄화수소를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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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Graph shows energy demand for hydrogen production 
from water electrolysis3)

는 방법과 탄화수소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나누

어 볼 수 있으며 탄화수소를 사용하여 수소를 생산

하는 방법은 천연가스를 개질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이 대표적이며 석탄가스를 사용한 수소생산 방

법 등이 있고 탄화수소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으로는 

전기분해법, 열 화학반응법, 광 촉매법과 생물학적으

로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 등이 있다
1).

현재 여러 수소생산 방법 중 메탄 수증기 개질법 

(SMR, Steam Methane Reforming)이 가장 많이 사용

되며 이는 초기투자비가 저렴하고 신뢰도와 기술의 

성숙도가 높기 때문이다
2). 하지만 메탄 수증기 개질

법의 경우 생산되는 수소의 수율과 순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성반응공정과 정제공정을 거쳐야

하고 이 때문에 전체 공정이 복잡하고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함으로 수소의 생산단가가 올라가는 단점과 

수소의 생산을 화석연료에 의존한다는 단점이 있다.  
탄화수소를 사용하지 않는 수소의 생산 방법 중 

실용화 단계까지 도달한 기술은 물 전기분해법이 유

일하며
1) 열화학법이나 광촉매 법과 같은 기술들은 

기초단계 이므로 실용화 단계 까지는 많은 문제점들

을 해결하여야 한다.
물 전기 분해법의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3가지가 

있으며 첫째 고온수증기를 이용한 고온 물 전기 분

해법(HTE, High Temperature Electrolysis), 둘째 알

칼리 수 전기분해(AE, Alkaline Electrolysis), 셋째 양

성자 교환막 전해법(PEM, Proton Exchange Membrane) 
이 그것이다.

첫째 고온수증기를 이용한 물 전기분해 법은 고온

에서 물을 전기분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기 에너지

가 적은 현상을 응용한 방법이다.
따라서 고온수증기 전해법은 적은 에너지를 사용

하여도 고효율로 물 분해가 가능하다
1). 또한 고체전

해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부식의 문제가 없고 알칼리 

수 전기분해와 다르게 전해액을 보충해줄 필요가 없

어 유지 보수가 용이하며 고체산화물 전지(SOFC, 
Solid Oxide Fuel Cells) 와 원리적으로 동일한 장치

이기 때문에 전해와 발전의 양방향 운전이 가능하고 

전력저장 시스템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작

동 온도 범위가 700℃이상 이므로 고온에서 사용 가

능한 고체전해질의 개발이 필요하며
1) 기술의 성숙도

가 낮아 많은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둘째로 알카라인 수전해는 오래전부터 알려진 수

소제조 방법으로 전해액으로 20~40%의 KOH 혹은 

NaOH용액을 사용하며, 셀은 수산화 이온(OH-)만을 

선택적으로 통과 시키는 격막, 그리고 수소와 산소를 

발생시키는 전극으로 구성된다
5).

알카라인 수전해의 전극의 반응은 다음과 같다.

(1) 음 극 : 2H2O + 2e- → 2OH- + H2 ↑

(2) 양 극 : 2OH- → H2O + ½ O2 ↑+ 2e-

알칼리 물 전기분해는 실용화 단계 까지 도달 해 

있으며 기술적 성숙도와 신뢰도가 높다. 하지만 낮은 

에너지 효율을 보이며 전류 밀도가 낮고, 전해액에 

의한 기기의 부식과 특히 각 전극에 대한 부식이 강

하여 전극의 높은 내식성을 요구하며 전해액의 농도

를 유지하기 위하며 주기적으로 전해액을 보충하여 

주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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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mparison between SOFC and HTE4)

Fig. 3 Operation principle of alkaline water electrolysis6)

Fig. 4 PEM (Proton Exchange Manbrane) Electrolysis7) Fig. 5 P.E.M Type electrolyser made by WESPE8)

셋째로 양성자교환막 전해법은 알칼리 수 전기분

해와 다르게 전해액 대신에 순수한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해액에 의한 부식에 대하여 안정하며 알칼

리 물 전기분해에 비하여 동일 면적당 전류 밀도가 

높아 작은 크기로 제작이 가능하고 에너지 효율 또

한 매우 높게 나타나 있다. 또한 생산되는 수소의 순

도가 매우 높고 작동압력을 수백 bar까지 설계가 가

능하다. 단점으로는 고분자 분리막의 가격이 고가이

며 분리막의 내구성이 짧아 전체적인 설계비용이 많

이 든다는 것이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현재 많은 연구가 진행 중이다. 
본 연구 에서는 양성자 교환막 수전해 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산된 수소의 순도 분석과 수소에 혼합되

어있는 미량의 불순물 성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
는 미래의 에너지 공급수단으로의 연료전지와 이에 

수반되는 연료인 수소의 불순물은 엄격한 관리와 통

제가 필요하며 개질기 등 각종 장치에 불순물이 미

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수소에 포함된 불순물 

분석이 선행 되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본 실험을 진행하기 위하여 양성자 교환막 수전해 

장치를 운전하여 수소를 생산하고 초고순도용 내면

처리된 가스 샘플러를 이용하여 생산된 수소 가스를 

포집한 후 GC/FID와 GC/PDD를 사용하여 수소가스

를 분석하였다.

2. 실  험

2.1 양성자 교환막 수전해 장치

본 실험에 사용된 수소 발생장치는 양성자 교환막 

수전해 장치로 웨스피(전북 소재) 社의 수소발생장치

를 사용 하였으며 수소 발생장치의 최대 사용전류는 

10A~10.5A이며 최대 사용전압은 18V~19V 이다. 장
치의 수소 생산능력은 분당 850cc정도를 생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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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tandard Gas (CRM No.112-01-020) by KRISS

CO 11.34 µmol/mol

CH4 11.23 µmol/mol

CO2 10.77 µmol/mol

Balance N2

Pressure 10MPa 22℃

Table 2 GC/FID analysis condition

GC Agilent-6890N

Detector FID

Column 12ft×1/8” OD, Porapak-Q, 
80/100

Column temperature 35℃

Detector temperature 50℃

Air Flow rate 450ml/min

H2 Gas Flow rate 40ml/min

Carrier Gas Flow rate 20ml/min

Sample Gas Flow rate 100ml/min

2.2 수소 시료 채취

Gas Sampling bottle은 자체 제작한 것을 사용 하

였고 용량은 3L 이며 오염의 우려가 없도록 전해연

마 등의 내면처리를 하여 오염의 가능성을 최소화 

하였으며 고압에서도 안전 하도록 설계가 되었다.
시료를 채취할 Gas Sampling bottle의 퍼지를 위하

여 수소 발생장치로부터 생산된 수소를 사용 하여 

압력 주어 충전한 다음 배출 하는 방식으로 퍼지하

였고 이과정을 약 2hr 동안 반복하여 퍼지를 진행하

였다.수분흡착탑을 통과한 Dry H2와 통과하지 않은 

Wet H2를 분리하여 샘플링을 실시 하였다.
Gas Sampling bottle의 퍼지가 끝난 후 먼저 Dry 

H2 를 충전하기 위하여 수전해 장치의 전류를 10A로 

고정 시켰는데 이때전압은 18.5V였고 수소의 생산량

은 분당 800cc 정도였다. 이후 충전을 실시하면서 전

압은 18V에서 18.4V정도의 전압의 변화가 있었다.
목표 충전 압력인 5bar로 충전을 하기로 하였으나 

여유분을 두어 5.5bar 정도로 충전을 시행 하였다. 
Wet H2를 충전하기 위하여 수전해 장치의 밸브를 돌

려 수분 흡착을 거치지 않고 가스 샘플러에 바로 충

전 되도록 하였으며 이 후 방법은 위의 Dry H2의 충

진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 하였다.

2.3 시료 분석

채취한 시료의 성분 분석을 하기위하여 GC/FID와 

GC/PDD를 사용 하였다. 이는 유기화합물에는 감도

가 좋지만 불활성 가스에 대하여 감도가 없거나 떨

어지는 FID검출기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PDD
검출기를 추가로 사용하여 수소에 포함된 불활성 불

순물의 분석을 위함이다. 
FID검출기는 가장 GC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검출

기로 불꽃에 의해서 유기 화합물이 타면서 이혼화가 

진행되어 이로말미아마 이온 전류가 발생하며 그 전

류를 시간에 따라 측정하는 방식이다. 주로 유기 화

합물의 분석에 사용되며 불활성 가스에 대한 감도가 

낮거나 측정하지 못한다. 이이 때문에 PDD검출기를 

추가로 사용 하였다. PDD검출기는 헬륨 가스를 방

전하여 샘플 가스를 이차 이온화 시키고 생산된 이

온이 발생시키는 전류를 측정한다. PDD검출기는 

TCD검출기 만큼 범용성이 좋아 FID검출기로는 검

출이 어려운 성분의 검출이 가능하고 FID검출기만

큼 좋은 감도를 가지는 검출기이다.

2.3.1 GC/FID 분석

GC/FID는 영인과학의 6890N을 사용 하였으며 Column
은 13ft, O.D 1/8”, Stainless Steel 재질의 Porapak-Q.
를 사용 하였다.

표준가스로는 표준과학연구원의 표준가스로 중량

법으로 제작된 CRM No.112-01-020을 사용 하였으

며 표준가스 성분은 Table 1에 GC/FID로 분석시 운

전조건은 Table 2에 나타내었다.

2.3.2 GC/PDD 분석

GC/PDD는 DONAM INSTRUMENTS社의 DS-6200
을 사용 하였고 Column은 13ft O.D 1/8”, 분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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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tandard Gas (Self-Production)

H2 55.2µmol/mol

CH4 50.4µmol/mol

O2+Ar 53.9µmol/mol

N2 53.7µmol/mol

Balance He

Table 4 GC/PDD analysis condition

GC DONAM-DS6200

Detector PDD

Column 12ft×1/8” O.D, MS-5Å, 80/100

Column temperature 60℃

Detector temperature 120℃

Air Flow rate 450ml/min

H2 Gas Flow rate 40ml/min

Carrier Gas Flow rate 20ml/min

Sample Gas Flow rate 100ml/min

Table 5 Analysis data comparison between Wet H2 and 
Dry H2 by GC/FID

Wet H2

Name Ret Time
(min)

Amount
(µmol/mol)

CO 1.419 Non

CH4 1.983 0.0276 µmol/mol

CO2 3.847 3.1334 µmol/mol

Dry H2

Name Ret Time
(min)

Amount
(µmol/mol)

CO 1.419 0.0766µmol/mol

CH4 1.983 0.0191µmol/mol

CO2 3.847 0.2718µmol/mol

Table 6 Analysis data comparison between Wet H2 and 
Dry H2 by GC/PDD

Wet H2

Name Ret Time
(min)

Amount
(ppm)

O2+Ar 1.86 189.675ppm
N2 4.13 64.875ppm

Dry H2

Name Ret Time
(min)

Amount
(ppm)

O2+Ar 1.86 218.1ppm
N2 4.06 315ppm

은 Stainless Steel 재질의 MS-5Å를 사용하였다.
표준가스는 자체 중량법으로 제작한 가스를 사용 

하였으며 표준가스의 성분은 Table 3에 나타내었고 

GC/PDD로 분석시 분석운전 조건은 Table 4에 나타

내었다.

3. 결과 및 고찰

Wet H2 와 Dry H2의 GC/FID 그래프는 Fig. 6과 

Fig. 7에 나타내었으며 성분별 함유량과 Ret Time은 

Table 5에 나타내었고. Wet H2와 Dry H2의 GC/PDD 
그래프는 Fig. 8와 Fig. 9에 나타내었으며 성분별 함

유량은 Table 6에 나타내었다.
GC/FID 분석결과 Wet H2가스 에서는 CO는 분석 

피크에 나타나지 않았으며 CH4 와 CO2는 각각 0.02μ
mol/mol, 3μmol/mol 정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Dry H2가스 분석결과에서는 0.08μmol/mol 정도의 

CO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CH4와 CO2는 각각 

0.02μmol/mol, 0.27μmol/mol 정도 포함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위 결과로 비추어 볼 때 검출된 CH4, CO2, 
CO등은 전극으로 사용된 Carbon Paper와 H+, O-가 

반응 하면서 발생된 것으로 보여 진다.

GC/PDD 분석결과 Wet H2가스 에서는 O2+Ar는 

189ppm, N2는 64ppm 정도 검출 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고 Dry H2 가스에서는 O2+Ar는 218ppm, N2는 

315ppm 정도 검출 된 것을 확인 하였다. 분석 결과

로 다량의 산소가 포함된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Sample Gas를 충전하기 위하여 먼저 Gas Sample 
bottle을 퍼지하는 과정에서 오염에 의하여 발생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N2가스의 발생원인과 동일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산소의 다른 발생원인으

로는 분리막으로 사용한 Nafion-N-115의 사용 압력

으로 3bar 정도가 적당한데 Sample Gas충전시에 5.5bar
로 충전하면서 압력에 의하여 가스켓과 분리막이 밀

리면서 산소가 다량 유입된 것으로 생각 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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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Wet H2 gas analysis graph from GC/PDD

Fig. 9 Dry H2 gas analysis graph from GC/PDD

Fig. 6 Dry H2 gas analysis graph from GC/FID

Fig. 7 Wet H2 gas analysis graph from GC/F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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