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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hydrogen has been recognized as a clean, nonpolluting and unlimited energy source that can solve
fossil fuel depletion and environmental pollution problems at the same time. Water electrolysis has been
the most attractive technology in a way to produce hydrogen because it does not emit any pollutants compared
to other method such as natural gas steam reforming and coal gasification etc. In order to improve efficiency
and durability of the water electrolysis, comprehensive studies for highly active and stable electrocatalysts
have been performed. The platinum group metal (PGM; Pt, Ru, Pd, Rh, etc.) electrocatalysts indicated a
higher activity and stability compared with other transition metals in harsh condition such as acid solution.
It is necessary to develop inexpensive non-noble metal catalysts such as transition metal oxides because the
PGM catalysts is expensive materials with insufficient it’s reserves. The optimization of operating parameter
and the components is also important factor to develop an efficient water electrolysis cell. In this study,
we optimized the operating parameter and components such as the type of AEM and density of gas diffusion
layer (GDL) and the temperature/concentration of the electrolyte solution for the anion exchange membrane
water electrolysis cell (AEMWEC) with the transition metal oxide alloy anode and cathode electrocatalysts.
The maximum current density was 345.8 mA/cm2 with parameter and component optimization. 

Keywords : Hydrogen, Water electrolysis, Anion exchange membrane (AEM)

1. 서  론

산업혁명 이후 화석에너지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서 야기된 문제인 화석연료의 고갈과 환경오염은

인류가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과제이다. 2015년 파리

기후협약에서 195개국이 온실가스의 감축에 동의하

면서 범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은 더욱 중

요해졌으며, 특히 우리나라는 2030년 까지 온실가

스 배출전망치 대비 37%를 줄이겠다는 방안을 제

시하였다. 신 재생에너지 중에서 수소에너지는 서

두에 언급한 문제들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차세

대 에너지원이며 가까운 미래에 수소 경제가 도래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1]. 현재는 화석연료를 이

용하여 대량의 수소를 생산하기 때문에 엄밀히 말

해 수소를 신재생에너지라고 할 수 없다. 반면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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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전기분해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수전해는 지구온

난화의 원인인 CO2의 발생이 없으며 원료인 물이

무한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다른 신재생에너지

원과 조화되었을 때 가장 실용적이고 발전 가능성

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수전해 기술은 고분자 전해질(polymer electrolyte

membrane, PEM) 수전해, 알칼리 수전해(alkaline

water electrolysis, AWE), 고온 수증기(high temperature

steam) 수전해로 구분된다. 이 중 알칼리 수전해는

전극, 전해액, 격막으로 구성되며, 아래의 반응식에

서 보는 바와 같이 환원구역에서는 외부전원에서

공급된 전자와 H2O가 반응하여 수소기체와 OH-가

생성되고 이 OH-는 격막을 통해 산화구역으로 이

동하여 H2O와 산소기체를 생성한다.

Anode reaction :

(−0.828 V vs SHE)

Cathode reaction :

 (0.401 V vs SHE)

Total reaction :

 (1.229 V vs SHE)

알칼리 수전해에서 요구되는 조건으로는 알칼리

수용액에 대한 내식성이 강하며 산소 또는 수소 발

생을 위한 과전압을 낮추기 위한 전극 물질을 필요

로 한다. 알칼리 수전해는 비 백금계 촉매가 사용

가능하여 비교적 저렴한 전극물질이 사용할 수 있

는 장점이 있지만 알칼리 용액의 반응성으로 인한

부식, 전해액의 보충 그리고 간헐적인 동작에 적합

하지 않다. 또한, 산소가 발생하는 산화구역에서는

전극의 산화를 방지해야 하며, 높은 과전압에 의한

효율 저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반면에 PEM 방

식은 간헐적인 사용이 가능하며 높은 에너지 밀도

를 가진다. 그러나 산성 분위기로 인한 촉매의 사

용에 제한이 있어 반드시 백금계 촉매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수소 생산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WE와 PEM수전해 방식

의 이점을 최대한 이용하고 단점을 극복하려는 방

법으로 음이온 교환막(anion exchange membrane,

AEM)을 적용한 셀 구조를 사용했다. 연료전지 분

야에서는 AEM을 응용한 연구가 많이 소개되었지

만, 수전해 분야에서는 최근에서야 적용되기 시작

하였다[2-6]. 음이온 교환막 수전해(anion exchange

membrane water electrolysis cell, AEMWEC)는

AWE와 PEM방식의 장점을 동시에 채택함으로써

비 귀금속 촉매의 사용으로 인한 비용 절감 효과와

고분자막을 이용한 고전류밀도와 고압 수소 생산을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AEMWEC 단위 셀

의 구성 요소들인 AEM 종류, 가스 확산층(gas

diffusion layer, GDL) 밀도와 운전조건인 알칼리 수

용액 농도, 온도의 조건을 다르게 하여 최상의 구

성 요소 조건 및 운전 조건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2. 실험방법

그림 1은 본 연구에 사용된 음이온 교환막 수전

해 단위 셀의 개략도이고, AEM을 경계로 산화 및

환원 전극 영역으로 나누어진다. 산화전극은 CuCoOx

나노입자촉매(ACTA co., 3030)가 담지되어 있는 Ni

foam을, 환원 전극은 Ni/(CeO2-La2O3)/C 나노입자촉

매(ACTA co., 3040) 가 담지되어 있는 Microporous

layer가 코팅된 carbon cloth 를 사용하였다. 3030의

CuCoOx는 생성되는 산소의 침투에 대한 내성 및

알칼리 전해액에 대한 내성이 우수하여 산화전극에

이용되며, 4030의 Ni은 나노입자로 합성되면 귀금

속에 비등한 활성도를 발휘하며 CeO2와 La2O3는 고

용체를 형성하여 환원분위기에서 촉매의 특성을 향

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전극의 면적은 산화 전극이

7.45 cm2, 환원 전극이 4.83 cm2이다. GDL으로 홀

크기가 450 µm 이고, 두께가 1.8 mm 인 Ni foam을

사용했으며, 환원 전극 영역은 3 mm, 산화 전극 영

역은 2.9 mm 높이로 고정하고 Ni foam 개수에 변

화를 주어 밀도로 표시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AEM은 Fumatech社의 제품들을 사용했고, 강화 여

부와 두께에 따라 구분되며, 상세 내용은 표 1에

정리하였다. 단위전지의 전기화학적 특성 분석은

2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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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 2e

−

1/2O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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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 2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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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OH H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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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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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schematic diagram of the anion exchange
membrane water electrolysis cell (AEMWEC)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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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tentiostat/Galvanostat(Zive co., MP5) 장비를 이용

하여 선형주사전위법(linear sweep voltammetry,

LSV)에 의해 실행되었다. LSV 전압범위는 1.2 V에

서 1.9 V로 인가하였고 주사속도는 10 mV/sec이다. 수

전해용 알칼리 용액은 KOH (95.0%, SAMCHUN

chemical)을 deionized (DI) water에 용해하여 농도

를 0.25, 0.5, 1, 2, 3, 4 M로 변화를 주었고, KOH

수용액의 온도를 45, 55, 65, 75, 85oC으로 변화시

켜 농도와 온도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였다. 수용액

순환속도는 28 mL/min으로 고정했으며 정량펌프

(GILSON co., MINIPULS3)를 이용하였다. 수소기

체 발생량의 측정은 25oC, 1 atm에서 기체발생량 측

정 장치(버블미터)를 이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단위셀 구성 조건에 따른 전기화학적 특성

AEMWEC에서 전극, 전극 촉매, AEM은 활성과

내구성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음이온 교환막

수전해에는 AEM을 기준으로 촉매가 담지된 산화

전극 영역과 환원전극 영역으로 구분되고, 산화전

극에 고부식성의 알칼리 수용액이 공급된다. 이에

따라, 알칼리 수용액에 대한 부식성에 강하고 음이

온(OH-) 교환 성능이 우수하며 다양한 실험조건에

적합한 AEM을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

실험에 사용한 AEM의 안정한 pH 범위는 1에서 14

로 알칼리 분위기에 적합하며, 강화재인 PE와 PEEK

는 수전해용 전해액인 KOH에 내식성이 강한 고분

자성분이다. 그림 2는 셀이 활성화된 후에 AEM 종

류 변화를 전압에 따른 전류밀도 변화로 나타낸 그

림이다. 성능 활성화가 완료된 이후 초기 성능을 비

교해 보면 1.85 V에서 N30의 전류밀도는 308.9

mA/cm2으로 가장 높은 값을 가지며, PE30, PK75,

N50 그리고 PK130순으로 전류밀도가 각각 272.6,

266.8, 251.9 그리고 208.2 mA/cm2으로 감소하고 있

다. AEM의 두께, 면저항(Area Resistance, AR) 및

이온 교환 용량(Ion exchange capacity, IEC) 그리고

강화 여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성능 및 내구

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N30은 가

장 높은 IEC 값, 가장 낮은 AR 값 및 얇은 막 두

께를 보유하고 있어 음이온의 이동이 보다 우수하

며, 고분자로 강화 되지 않아서 전극과의 넓은 접

촉면적을 보여주기 때문에 가장 높은 전류밀도를

보여주고 있다. PE30은 두께는 30 µm로 N30과 같

지만 PE강화로 인해 전류밀도는 다소 감소하였는

데, 이것은 강화처리로 인한 AEM과 전극이 접촉

면이 N30 보다 감소 되었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

로 PK75도 PEEK강화되어 AR 값의 증가 및 IEC

값의 감소로 인해 전류밀도가 낮아진 것으로 보인

다. N50은 두께가 PK 75 보다 얇고 낮은 AR 및

높은 IEC 값을 고려하면 PK75 보다 높은 성능을

보여 줄 것으로 보이나 그 차이가 크지 않아 성능

에서도 근소한 차이를 보인다. 비교된 막들 중 가

장 두꺼운 두께, 높은 AR 및 낮은 IEC 값을 갖는

PK130 막의 경우, 가장 낮은 전류밀도를 보여준다.

막의 강화 여부에 따른 각각을 비교해보면 막의 두

Table 1. The physical and chemical data of the AEMs.

Model
Thickness

[μm]
Area resistance 

(in Cl- form) [Ωcm2]
Ion exchange capacity

(in Cl- form) [mmol g-1]
Reinforcement

FAA-3-30 (N30) 30 0.50-0.54 2.04 None

FAA-3-50 (N50) 50 1.1-1.37 2.03 None

FAA-3-PE-30 (PE30) 30 0.8-1.3 1.4-1.6 PE1

FAA-3-PK-75 (PK75) 75 1.2-2.0 1.2-1.4 PEEK2

FAA-3-PK-130 (PK130) 130 1.8-3.0 1.1-1.4 PEEK2

1PE : Polyethylene, 2PEEK : Polyether ether ketone

Fig. 2. The polarization curves recorded after the single

cells were activated with different AEMs. Inset is the

long-term on-off stability test with different AEMs at

45oC, 1 M KOH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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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가 두꺼워지고 AR 값이 증가하고 IEC 값이 감

소 할수록 성능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아 셀의 성능

에 두께, AR, IEC 값 및 강화 여부가 주요한 변수

로 작용 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실제 단위셀 운전에서는 알칼리 수용액

및 셀 운전 조건에 의해 AEM의 내구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장기 안정성 실험을 통해서 가장 적합

한 AEM을 선택해야 한다. 그림 2의 삽입된 그림

은 각 AEM의 LSV 순환법을 이용한 on/off 테스트

결과로 1.85 V에서 on/off 횟수에 따른 전류밀도의

변화를 나타낸 그림이다. 강화처리가 되지 않은 N30

과 N50이 다른 강화 처리된 AEM에 비해 급격히

수명이 감소하고 있다. 강화된 PE30, PK75, PK130

의 경우 성능 감소 기울기가 N30, N50에 비해 완

만하게 낮아짐으로 강화 처리는 AEM의 수명을 증

가시키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더구

나 PEEK강화된 PK75와 PK130의 경향을 보면 테

스트 횟수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초기의 성능을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PEEK강화된 AEM이 우

수한 안정성을 보이는 것은 PEEK재질은 다른 폴

리머 재료와 비교하여 우수한 파단 강도, 굽힘 강

도 등의 기계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생성된 고압의

기체에 대한 변형이 적기 때문이다[7]. 다만 PK130

은 전반적으로 전류밀도가 다른 AEM에 비해 낮으

며 다소 불규칙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PK130이 두꺼운 두께를 가지며 다른 AEM에 비해

높은 AR과 낮은 IEC값을 가지기 때문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초기 성능 평가 및 장기 안정성 테스트

결과 PK75가 AEMWEC에 가장 적합한 AEM임을

알 수 있었다.

AEMWEC에서 GDL의 역할은 공급되는 알칼리

수용액 및 반응 후 생성되는 수소와 산소의 이동통

로일 뿐만 아니라 셀 내부의 AEM과 전극에 적절

한 압력을 제공해 접촉저항을 감소시켜 전체 반응

성을 증가 시키는 역할과 외부에서 인가하는 전압

이 저항에 의한 소모 없이 MEA에 도달 할 수 있

게 하는 역할도 한다. 따라서 일정 수준 이하의

GDL밀도에서 셀은 정상 작동하지 않으며, 반대로

과도한 밀도 수준은 수용액 및 생성된 기체의 흐름

을 방해하여 원활한 수용액과 기체의 공급과 배출

을 방해한다. 본 실험에서 GDL은 홀 크기 450 µm

인 Ni foam을 높이 약 3 mm로 고정하고 적층하여

제작하였으며, Ni foam의 개수를 변화시켜 밀도 수

치로 환산하여 표현하였다. 그림 3은 산화 구역과

환원 구역의 GDL의 밀도를 전압변화에 따른 전류

밀도 변화를 나타낸 LSV그래프이다. 간단히 나타

내기 위해 산화 구역의 GDL은 A-GDL, 환원 구역

의 GDL은 C-GDL로 표기하였다. 그림 3에 나타낸

밀도 범위 약 1.34에서 3.14 g/cm3까지의 범위는 위

에서 언급한 안정적인 범위에 해당하며, GDL의 밀

도 변화는 전류밀도에 일정부분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A-GDL과 C-GLD의 밀도 변화에 따른

전류밀도를 나타낸 그림 3에 삽입된 그래프를 보면

A-GDL과 C-GDL의 밀도가 전류밀도에 미치는 영

향이 서로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밀도변화에 따른

전류밀도의 변화는 C-GDL보다 A-GDL이 보다 큰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생성된 수소만

통과하는 C-GLD에 비해 생성된 산소와 알칼리 수

용액이 같이 이동하는 A-GDL의 밀도가 전류밀도

에 보다 큰 영향을 주어서 A-GDL의 밀도가 증가

할 때 전류밀도가 급감한 것으로 사료된다. A-GDL

과 C-GDL 모두 밀도 약 1.8 g/cm3에서 가장 높은

전류밀도 값을 갖는 것으로 보아 적절한 GDL 밀

도가 전류밀도 향상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3.2 전해액의 조건에 따른 전기화학적 특성

AEMWEC에 공급되는 전해액으로 KOH 수용액을

사용하였다. 셀의 구조 특성상 AEM의 탄산화는 방지

가능하므로 반응성이 우수한 KOH를 전해액으로 사

용할 수 있다. 그림 4는 전해액의 온도가 셀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셀의 전압에 따른 전류밀도의 변화로

나타낸 그래프이다. 전해액 온도가 높을수록 최대 전

류밀도도 비례하여 증가하며, 셀 전압 1.85 V, 온도

45oC에서 전류밀도가 약 288.2 mA/cm2인데 반해

85oC에서는 전류밀도가 약 571.1 mA/cm2로 2배 가

Fig. 3. The polarization curves recorded after the
single cells were activated with different the GDL
density. Inset is the changes of current density with
different GDL density of HER and OER at 45oC, 1 M
KOH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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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이 전류밀도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전류

밀도가 100 mA/cm2를 기준으로 온도가 45, 55, 65,

75, 85oC으로 증가 할 때, 과전압은 각각 0.41, 0.38,

0.37, 0.36, 0.33 V로 감소하는 것으로 보아, 수용액

의 온도 상승은 전류밀도의 증가뿐만 아니라 과전

압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마이크로 사이즈의 Co3O4가 첨가된 촉매가 높

은 온도와 고전류 분위기에서 과전압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8].

그림 4에 삽입된 그림은 1 M KOH 용액의 온도

가 각각 45, 85oC일 때, 1.85 V 에서 on/off 횟수에

따른 전류밀도의 변화를 나타낸 그림이다. 85oC의

경우 약 300 cycle이후로 전류밀도가 감소하기 시

작하여 약 1200 cycle에서 45oC보다 낮아진다. 최

대 전류밀도 대비 1400 cycle까지의 전류밀도 감소

치는 85oC의 경우 약 52.4%, 45oC일 때는 21.9%이

므로 45oC에서 AEM의 안정성이 더 우수한 것을

알 수 있다. AEM 에서 열화는 수산기 이온이 작

용기에서 두번째로 떨어진 베타 수소에 데미지를

주어 알켄(alkene), 아민(amine) 그리고 물 분자의

형성을 야기하며, 이 반응은 상온에서 서서히 발생

하지만, 고온에서는 급격히 발생하기 때문에 저온보

다 고온에서 내구성에서 더 큰 문제를 야기한다[9].

따라서 전해액의 온도가 높아질수록 AEMWEC의

운전초기에는 높은 성능을 나타내지만, 셀의 운전

시간의 증가에 따라 급격한 성능 저하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림 5는 KOH용액의 온도가 45oC일 때,

KOH 용액의 농도 변화를 전압에 따른 전류밀도 그

래프로 나타낸 그래프이다. 과전압은 순차적인 경

향을 보이지 않지만 전류밀도가 50 mA/cm2를 기준

으로 농도가 높은 4 M일 때 과전압이 0.32 V로 가

장 낮으며, 농도가 가장 낮은 0.25 M일 때 과전압

이 0.36 V로 가장 높다. 이는 KOH의 농도가 증가

할수록 전해액의 이온전도도 증가로 반응성이 향상

되어 전류밀도가 향상된다는 보고가 있으며[10], 마

찬가지로 고농도의 KOH의 높은 음이온 농도에 의

한 높은 반응성이 수전해 과전압에 영향을 준 것으

로 예상된다. 농도에 따른 변화를 더 자세히 분석

하기 위해 셀 전압 1.85 V에서 KOH의 몰 농도에

따른 전류밀도 변화를 그림 5에 삽입하였다. 전해

액 농도 0.5 M에서 약 270 mA/cm2의 최대전류밀도

값을 볼 수 있다. 이는 전해액으로 20 - 30 wt.% KOH

혹은 15-20 wt.% NaOH의 고농도의 알칼리 용액을

사용하는 기존의 알칼리 수전해에 비해 AEM을 사

용한 알칼리 수전해는 약 3 wt.%의 낮은 KOH용액

농도로 높은 성능을 발휘하는 수전해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11]. 농도가 0.25 M로 낮아지면 전

류밀도는 급격히 감소한다. 농도가 1 M로 증가할

때도 전류밀도는 감소하며 특히, 3, 4 M로 농도가

증가하면서 전류밀도는 급격히 저하된다. 일반적인

알칼리 수전해는 전해액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용액

의 음이온 전도도 증가에 의해 전류밀도가 증가한

다고 알려져 있다[10, 12]. 하지만 AEM을 사용한

본 실험에서는 2 M 이상의 고농도에서는 AEM 내

구성의 한계로 인해 전류밀도가 급격히 감소한다.

또한 고농도의 KOH는 전해액의 비용을 증가시키

는 요인이 되며 전해액이 흐르는 셀의 구역이나 산

화구역에 부식을 발생시킨다[13, 14] 따라서, 수전

해에 적합한 농도를 찾는 것이 중요하며 AEMWEC

에서 적합한 KOH 전해액의 농도는 0.5 M이다. 

Fig. 4. The polarization curves recorded after the single

cells were activated with different temperature of 1 M

KOH solution. Inset is long-term intermittent test of 1

M KOH solution at 1.85 V.

Fig. 5. The polarization curves recorded after the single

cells were activated with different concentration of KOH

solution at 45oC. Inset is the current density with

different concentration of KOH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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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은 본 연구의 최적화된 조건을 적용하여

음이온 교환막 수전해 단위 셀을 제작 후, 전압에

따른 전류밀도와 수소발생량(hydrogen production

rate, HPR)을 측정한 결과이며, 실험조건은 다음과

같다. AEM은 PK75, GDL의 밀도는 산화와 환원

구역 모두 1.8 g/cm3, 전해액은 0.5 M의 KOH이며

45oC에서 1.6, 1.7, 1.8, 1.85, 1.9 V에서 정전위 측

정을 하여 전류밀도와 HPR을 측정하였다. 전압증가

에 따라 전류밀도는 선형으로 증가하고 있고, 1.85 V

에서 전류밀도 345.8 mA/cm2의 값을 나타내었다. 마

찬가지로 HPR도 전압에 비례하여 증가하여 1.85 V

에서 분당 약 10 mL의 수소를 생산하였다. 인가 전

압 1.85 V에서 전류는 1.67 A이며 실제 수소발생량

은 시간 당 약 837 mL이며, 약 80%의 효율을 기록

하였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음이온 교환막을 이용한 알칼리

수전해 단위 셀의 구성 항목의 조건 및 운전 조건

에 따른 성능 및 내구성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 PEEK로 강화된 두께 75 µm인 PK75음이온 교환

막이 비교적 우수한 성능 및 효율을 보이며 장기

안정성 테스트에서도 충분한 내구성을 보였으며 최

적의 GDL 밀도는 산화와 환원 구역의 GDL 모두

약 1.8 g/cm3임을 확인하였다. 전해액 온도가 증가

할수록 단위셀의 전류밀도는 비례하여 증가하였고

과전압은 감소하였지만, 전해액의 높은 온도는 장

기적인 수전해의 운전 면에서 볼 때 안정성이 크게

떨어뜨리며, 0.5 M 전해액에서 가장 높은 활성을

보여주었다. 셀의 구성요소 및 운전 조건 최적화를

통해서 1.85 V에서 수소발생량은 약 837 mL/h이었

고, 수소발생효율은 약 80%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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