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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알칼리 수전해용 격막으로 사용하기 위해 음이온교환막을 제작하였다. 음이온교환막은 PVC (polyvinyl chloride)

를 출발물질로 하여 클로로메틸화 및 아민화에 의해 제작하였다. 제작한 막은 막 특성(막 저항, 이온교환용량)을 평가하였다.

제작한 음이온교환막의 1M NaOH수용액에서의 최저 막 저항은 2.9 Ω · cm
2
를 나타냈다. 이 막은 2.17 meq./g-dry-membrane

의 이온교환용량과 43.4%의 함수율을 보였다. 제작한 음이온교환막의 막 특성을 시판의 막 특성과 비교 평가하였다. 1M 

NaOH수용액에서의 막 저항은 AHT>IOMAC>Homemade membrane>AHA>APS=AFN의 순으로 저항 값이 높았다. 이온교환

용량은 Homemade membrane>AFN>APS>AHT>AHA>IOMAC의 순으로 높은 값을 가졌다. 

Abstract: An anion exchange membrane was prepared for a separator in the alkaline water electrolysis. An anion ex-

change membrane was prepared by the chloromethylation and amination of polyvinyl chloride (PVC) used as a base 

polymer. The membrane properties of the prepared anion exchange membrane such as the membrane resistance and ion ex-

change capacity were measured. The minimum membrane resistance of the prepared anion exchange membrane was 2.9 Ω · cm
2

in 1M NaOH aq. solution. This membrane had 2.17 meq./g-dry-membrane and 43.4% for the ion exchange capacity and wa-

ter content, respectively. The membrane properties of the prepared anion exchange membrane was compared with that of the 

commercial anion exchange membrane. The membrane resistance decreased in the order; AHT>IOMAC> Homemade mem-

brane>AHA>APS=AFN. The ion exchange capacity decreased in the order; Homemade membrane>AFN>APS>AHT> 

AHA>IOMAC. 

Keywords: hydrogen production, water electrolysis, alkaline water electrolysis, separator, anion exchange mem-

brane

1. 서  론
1)

수소에너지는 청정에너지로서 2차 에너지원이고, 에

너지담체로도 사용이 가능하며, 화석연료 사용에 의한 

범지구적인 환경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의 하

나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2].

†교신 자(e-mail: gjhwang@hoseo.edu)

수전해를 이용한 수소제조 방법은 신재생 에너지원

과의 접목을 고려할 때 가장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방법

으로 여겨지고 있다[1]. 수전해 기술은 전기를 이용하여 

수소를 물로부터 직접 제조하는 방법으로, 화석연료 이

용 제조방법과 비교하여 수소를 제조할 때 지구환경 오

염물질인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없다. 

수전해를 이용한 수소제조 방법은 전해액으로 순수한 

물을 사용하는 고분자 전해질 막 수전해(PEME, p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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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ncept of the alkaline water electrolysis.

Fig. 2. Experimental apparatus for chloromethylation.

mer electrolyte membrane electrolysis), 전기분해에 필

요한 전기 중 일부를 열에너지로 공급하는 방식을 채택

함으로서 효율을 높이고, 전해액으로 고온수증기를 사

용하는 고온 수증기 전기분해(HTSE, high temperature 

steam electrolysis), 전해액으로 알칼리 용액을 사용하

는 알칼리 수전해(AWE, alkaline water electrolysis)가 

있다.

Fig. 1은 알칼리 수전해의 개념을 나타낸다.

알칼리 수전해 방법은 오래전부터 알려진 수소제조 

방법으로 전해액으로 10~20%의 NaOH 혹은 20~30%

의 KOH용액을 사용하며, 셀은 수산화이온(OH-) 만을 

선택적으로 통과시키는 격막, 그리고, 수소와 산소를 발

생시키는 전극으로 구성된다.

기존의 알칼리 수전해는 격막으로 다공질 석면 또는 

테플론 등을 사용하였지만, 수산화이온에 대한 낮은 선

택성과 격막의 다공성에 의해 수소극과 산소극의 용액

의 혼합이 발생함으로서 전해효율이 낮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양쪽 

극액의 혼합을 방지함과 동시에 수산화이온의 선택투

과성이 높은 격막의 개발이 필요하며, 알칼리 수전해용 

격막으로서 음이온만을 선택적으로 투과시키는 음이온

교환막이 적당하다[2]. 또한 격막은 수전해 장치의 전압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전해액에 대해 낮은 막 

저항 값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음이온교환막의 수전해에서의 응용에 관한 연구는 

많이 발표되지는 않고 있으나, 최근 PVA/PVP[3], me-

thylated melamine grafted poly vinyl benzyl chlor-

ide[4], polymethacrylate[5] 등을 이용한 알칼리 수전해

용 음이온교환막의 제작에 관한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 

또한 알칼리 연료전지용 음이온교환막에 대한 연구도 

보고되고 있다[6-9]. 이 외에도 연료전지용으로 비 불소

계 이온교환막에 관한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10-12].

본 연구에서는 알칼리 수전해용 격막으로 사용하기 

위해 음이온교환막을 제작하였다. 음이온교환막은 PVC 

(polyvinyl chloride)를 출발 물질로 하여 클로로메틸화

와 아민화에 의해 제작하였다. 제작한 막은 막저항과 

이온교환용량을 측정함으로서 막 특성평가를 진행하였

다. 또한 시판의 음이온교환막과 막 특성을 비교 평가

하였다.

2. 실  험

2.1. 음이온교환막의 제작

2.1.1. 클로로메틸화

클로로메틸화는 Hwang 등[13,14]의 방법에 의해 진

행하였다.

20g의 PVC (polyvinyl chloride, Wako Co.) 파우더를 

테트라클로로에탄(1,1,2,2-tetrachloroethane, TCE)에 용

해한 후, 클로로메틸메틸에테르(chloromethylemthylether, 

CME)와 촉매인 SnCl4을 첨가하고 80°C에서 4시간 교

반하면서 반응시켰다. 반응이 끝난 뒤 생성물은 증류수

와 메탄올을 가지고 세척한 후, 메탄올에 약 하루 정도 

침적시켰고, 그 후 메탄올을 제거함으로서 클로로메틸

화된 폴리머를 얻었다.

Fig. 2는 반응에 사용된 장치를 나타낸다.

2.1.2. 아민화와 음이온교환막 제작

클로로메틸화된 폴리머는 디메틸폼아마이드(N,N-di-

methylformamide, DMF)에 용해한 후, 클로로메틸화된 

폴리머와 트리메틸아민(trimethylamine, TMA)의 중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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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Obtained anion exchange membrane.

Fig. 4. Membrane resistance measurement apparatus. 

비가 1:0.1~0.6이 되도록 하여 아민기도입제를 첨가하

고, 110°C에서 1시간 교반하면서 반응시킴으로서 아민

화된 고분자 용액을 얻었다.  

얻어진 고분자 용액을 유리판에 캐스팅한 후, 드라이 

오븐에서 100°C에서 1시간 건조시키고, 필름을 유리판

에서 띄어냄으로서 Fig. 3과 같은 분자식을 가지는 음

이온교환막을 제작하였다.

2.2. 막 특성 평가 

2.2.1. 1M NaOH수용액에서의 막 항  

이온교환막의 막 저항은 알칼리 수전해에서 에너지

소비(전압효율)에 가장 많이 작용하는 변수이다.

막 저항은 Fig. 4에 나타낸 장치를 이용하여 측정하

였다.

막 저항을 측정하기 위해 막 저항 측정 셀을 이용하

였다. 막 저항 측정용 전해액으로는 1M (mol/L)의 NaOH 

수용액을 사용하였다. 

막 저항은 실온에서 측정용 전해액을 막 저항 측정 

셀에 순환시키고 이때의 저항 값을 1 kHz~100 kHz의 

주파수에서 LCR메터(Furuka Co, PM-6304)로 읽음으

로서 측정하였다.

막 저항은 식 (1)로부터 계산하였다. 막의 유효면적은 

0.79cm
2
이다.

막 저항 = (R1-R2) × (막의 유효면적) (1)

여기서, R1은 막을 주입했을 때의 저항[Ω], R2는 막

을 주입하지 않았을 때의 저항[Ω]이다.

2.2.2. 이온교환용량 

이온교환용량(ion exchange capacity, IEC)는 Hwang 

등[14]의 방법에 의해 측정하였다.

제작한 음이온교환막을 증류수에 하루 정도 침적시

킨 후, 1M NaOH수용액에 2일 동안 재 침적시킴으로

서 막을 OH
-
기를 갖는 형태로 전환하였다. 이때 1M 

NaOH수용액은 4시간에 1회 교환하였다. 다음으로 막

을 증류수로 세척한 후, 4시간 동안 증류수 침적시켜 

알칼리를 대부분 제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막은 휴지

로 가볍게 물기를 제거한 후, 30 mL의 0.01M HCl수용

액에 24시간 동안 침적시켰다. 이온교환용량은 이 용액

을 산-염기 적정함으로서 측정하였다.

제작한 음이온교환막의 이온교환용량은 식 (2)에 의

해 계산하였다. 

 

IEC (meq./g-dry-membrane)

= (적정시작시의 HCl의 몰-적정후의 HCl의 몰)/ 

      (막의 건조 질량) (2)  

2.2.3. 함수율

이온교환용량 측정이 끝난 막을 24시간 동안 증류수

에 침적시키고, 막을 꺼내 휴지로 표면의 물기를 가볍

게 제거한 후, 적은 상태에서의 막의 질량을 측정하였

다. 다음으로 이 막을 드라이 오븐을 이용하여 60°C에

서 막의 중량이 변하지 않을 때까지 건조하였다.  

함수율(water content, WC)은 식 (3)에 의해 계산하였다.

WC (%) = (막의 젖은 질량-막의 건조질량)/ 

(막의 젖은 질량) × 100 (3)

3. 결과  고찰

3.1. 제작한 음이온교환막의 FT-IR 측정

Fig. 5는 제작한 음이온교환막의 FT-IR측정 결과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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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IR spectrums of the prepared anion exchange mem-

brane obtained using a 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

trometer (FT-IR).

Fig. 6. Relationship between the membrane resistance 

measured in 1 M NaOH solution and the TMA quantity of 

the prepared anion exchange membrane. 

Fig. 7. Influence of TMA quantity in the prepared anion 

exchange membrane on the water content and ion ex-

change capacity. 

제작한 음이온교환막은 ① 605.7 cm
-1
에서 C-H의 

cis-세로진동, ② 680.3 cm
-1
에서 C-Cl의 비대칭 신축진

동, ③ 956.7 cm
-1
에서 C-H의 trans-세로진동, ④ 1252.7 

cm
-1
에서 C-H의 신축진동, ⑤ 1425.5 cm

-1
에서 CH3-NH-

의 굽힘 진동을 보여주고 있다.  

Fig. 5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제작한 음이온교환막의 

FT-IR측정 결과 이온교환기인 아민기의 진동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결과에 의해 제작한 음이온교환막에 음

이온교환기가 도입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제작한 음이온교환막의 두께는 모두 약 130 µm였다. 

3.2. 제작한 음이온교환막의 막 특성

Fig. 6은 제작한 음이온교환막의 1M NaOH용액에서

의 막 저항과 TMA량과의 관계를 나타낸다.

초기 막 저항이 이온교환기 도입제인 TMA 0.25 g에

서 12 Ωcm
2
을 보였으나, TMA의 양의 증가와 함께 막 

저항도 점점 감소하여 TMA 0.45 g에서 2.9 Ωcm
2
을 

보였다. 그 후 TMA의 증가와 함께 막 저항도 조금씩 

증가하여 TMA 0.58 g에서 5.1 Ωcm
2
을 보였다. 

Fig. 6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제작한 음이온교환막의 

1M NaOH수용액서 최저 막 저항은 2.9 Ωcm
2
을 보였다.

Fig. 7은 제작한 음이온교환막의 이온교환용량, 함수

량과 TMA량과의 관계를 나타낸다.

이온교환용량(IEC)은 TMA 0.25 g에서 1.97 meq./g- 

dry-membrane을 보이다가 TMA의 증가량과 함께 증가

와 감소를 반복하며, TMA 0.58 g에서 3.7 meq./g-dry- 

membrane로 증가한 값을 가졌다. 

일반적으로 이온교환용량은 이온교환제 양의 증가와 

함께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Fig. 7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온교환제인 TMA의 증가와 함께 이온교환

용량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다. 이 원인에 대해

서는 아직 명확히 알 수 없으나, 함수율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함

수율이 감소하면 이온교환용량은 증가하고, 함수율이 

감소하면 이온교환량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Fig. 7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함수율(Wc)은 TMA 

0.25 g에서 35.7%를 보이다가 TMA의 증가량과 함께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며, TMA 0.58 g에서 46.3%로 증

가한 값을 가졌다. 

제작한 음이온교환막 중에 최저 막 저항인 2.9 Ωcm
2
 

값을 가진 막은 2.17 meq./g-dry-membrane의 이온교환

용량과 43.4%의 함수율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이온교환막의 제작에 있어서, 이온교환용

량, 함수율과 막 저항은 막의 안정성에 서로 연관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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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name Membrane name
Membrane resistance

(Ω․cm
2
)

IEC

(meq./g-dry-membrane)

Wc

(%)

Sybron Chem. Co. IOMAC 3.1 0.25 25.0

Asahi Glass Co.
APS 0.4 0.78 60.3

AHT 5.0 0.63 11.2

ASTOM Co.
AHA 1.5 0.54 19.5

AFN 0.4 0.79 49.8

Homemade membrane 2.9 2.17 43.4

Table 1. Comparison on the Membrane Properties of Commercial and Homemade Anion Exchange Membrane

향을 보인다[14]. 따라서 막을 제작하는데 있어서 낮은 

막저항과 높은 이온교환량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최

적의 함수율을 가지는 영역을 찾아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보면, Fig. 6과 Fig. 7로부터 제

작한 음이온교환막의 경우, 낮은 막 저항과 높은 이온

교환용량을 가지기 위해서는 함수율이 35~44%가 적당

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때 이온교환기 도입제인 

TMA의 도입량은 0.45~5 g이 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3. 제작한 음이온교환막의 시 의 막과의 막 특성 비교

Table 1은 시판의 음이온교환막과 제작한 음이온교

환막의 막 특성 비교를 나타낸다.

1M NaOH수용액에서의 막 저항은 AHT>IOMAC> 

Homemade membrane>AHA>APS=AFN의 순으로 저항 

값이 높았다.

이온교환용량은 Homemade membrane>AFN>APS> 

AHT>AHA>IOMAC의 순으로 높은 값을 가졌다. 

함수율은 APS>AFN>Homemade membrane>IOMAC> 

AHA>AHT의 순으로 높은 값을 가졌다.

시판의 음이온교환막과 제조한 막의 막 저항과 이온

교환용량을 비교해보면, 막 저항은 AHA, APS, AFN이 

제조한 막보다 낮은 값을 가졌고, 이온교환용량은 제조

한 막이 AHA, APS, AFN보다 높은 값을 보였다. 이러

한 차이에 대한 원인은 명확히 알 수 없으나, 막을 제

조할 때 사용하는 출발물질인 고분자와 구조에 의한 영

향이라고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알칼리 수전해에서 막의 저항 값이 작을

수록 높은 전압효율을 기대할 수 있다. Table 1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제작한 음이온교환막은 AHA, APS, 

AFN막과 비교하여 높은 막 저항을 보이고 있다. 하지

만 AHT막이 알칼리 수전해용 격막으로 사용되고 있다

는 것을 감안하면, 제작한 음이온교환막도 알칼리 수전

해용 격막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음이온교환막은 이온 교환기로 NH3-기를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함수율이 높아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13,14]. Table 1을 보면 알 수 있듯

이, 제작한 음이온교환막은 APS와 AFN과 비교하여 거

의 비슷한 함수율을 보이고 있으므로 알칼리 수전해용 

격막으로 충분히 사용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알칼리 수전해용 격막으로 사용하기 

위해, 내산화성이 뛰어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의 일종

인 PVC (polyvinyl chloride)를 클로로메틸화 및 아민화

에 의해 음이온교환막을 제작하였고, 제작한 음이온교

환막의 막 특성 평가 및 시판의 막과의 특성비교에 의

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PVC (polyvinyl chloride)를 출발물질로 하여 클로

로메틸화 및 아민화에 의해 음이온교환막을 제작하였다.

2) 제작한 음이온교환막의 FT-IR 측정결과, 이온교환

기인 아민기의 진동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라 음이온

교환막에 음이온교환기가 도입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3) 2.9 Ωcm
2
의 최저 막 저항 값을 가지는 음이온교

환막은 2.17 meq./g-dry-membrane의 이온교환용량과 

43.4%의 함수율을 보였다.   

4) 제작한 음이온교환막의 막 특성을 시판의 음이온

교환막과 비교 평가한 결과, 알칼리 수전해용 격막으로 

충분히 사용 가능하다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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