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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PEM(Proton Exchange Membrane) 수전해는 PEM 연료전지와 동일한 PEM 전해질 막을 사용하며, 동일한 반응이

지만 방향이 반대인 반응에 의해 진행된다. PEM 연료전지는 전해질 막과 촉매의 열화와 내구성에 대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개발된 열화분석 방법이 많다. 본 연구에서 PEM 수전해 내구성 평가에 PEM 연료전지 내구성 평가 방법 적

용이 가능한지 검토하였다. PEM 수전해 열화과정에서 PEM 연료전지와 동일한 조건으로 LSV(Linear sweep

voltammetry), CV(Cyclic voltammetry), Impedance, SEM(Scanning Electron Microscope), FT-IR(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scopy) 등을 분석해 비교하였다. PEM 연료전지처럼 막을 통과한 수소가 Pt/C 전극에서 산화되어 수

소투과전류밀도를 측정함으로써 PEM 수전해 고분자 막의 열화정도를 분석할 수 있었다. 수소/질소 유입 조건에서 CV

에 의한 전극활성면적(ECSA)을 측정해 전극열화를 분석할 수 있었다. 수소와 공기를 Pt/C 전극과 IrO
2 
전극에 공급하

면서 각 전극의 임피던스를 측정해 전극과 고분자 막의 내구성을 평가할 수 있었다. 

Abstract − The PEM(Proton Exchange Membrane)water electrolysis uses the same PEM electrolyte membrane as the

PEM fuel cell and proceeds by the same reaction but the opposite direction. The PEM fuel cell has many methods of

degradation analysis since many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the degradation and durability of the membrane and

catalyst. We examined whether PEM fuel cell durability evaluation method can be applied to PEM electrolytic durability

evaluation. During the PEM electrolytic degradation process, LSV(Linear sweep voltammetry), CV(Cyclic voltammetry),

Impedance, SEM(Scanning Electron Microscope) and FT-IR(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scopy) were analyzed

and compared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the PEM fuel cell. As the PEM fuel cell, hydrogen passing through the membrane

was oxidized at the Pt/C electrode, and the hydrogen permeation current density was measured to analyze the degree of

degradation of the PEM membrane. Electrode degradation could be analyzed by measuring the electrode active area

(ECSA) by CV under hydrogen/nitrogen flowing conditions. While supplying hydrogen and air to the Pt/C electrode

and the IrO
2
 electrode, the impedance of each electrode was measured to evaluate the durability of the electrode and

membr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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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수소 에너지 경제시대 준비 단계에 있는 현시점에서 H
2
O로 수소

를 생산하는 수전해(Water Electrolysis) 방법이 국내에서 주목받고

있다. 유럽에서는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과 풍력발전의 대용량 잉

여전기를 장기간 저장하는 방법으로 수전해 방법이 제일 적합한 방

법으로 보고, 수전해 방법이 활발히 연구개발 되어 실증 단계에 이

르렀다[1]. 

여러 수전해 방법 중에 PEM(Proton Exchange Membrane) 수전

해는 양성자 교환 막을 사용해 물을 전기분해하여 양극에서는 산소

가 발생하고, 음극에서는 수소가 발생한다. PEM 수전해는 과불소

슬폰산(PFSA)으로 대표되는 양이온교환 고분자 막을 사용하는 점

에서 PEM 연료전지와 유사하다. PFSA 막의 낮은 가스투과도와

높은 이온전도도, 고압 구동의 장점으로 인해 PEM 수전해의 컴팩

트 디자인, 높은 전류밀도(> 2 A/cm2), 높은 효율, 빠른 응답이 가

능하게 되었다[2-6]. PEM 연료전지는 내구성이 낮은 문제점이 시

장 확산에 장애가 되고 있다. PEMFC 내구성에 제일 많은 영향을

주는 요소는 고분자막과 전극이다. 고분자 막은 라디칼에 의한 전

기화학적 열화와 수축/팽창에 의한 기계적 열화가 내구성 감소의

주 원인이고[7,8], 전극은 전극 촉매의 용해와 입자성장에 의한 활

성면적 감소가 내구성 감소의 주 원인이다[9,10]. PEM 수전해도

PEMFC와 같은 고분자 막을 사용하고 Pt/C 전극 촉매도 동일하며

반응 방향은 반대이지만 비슷한 원인이 내구성 약화에 영향을 준다

고 본다. PEM 수전해는 구동이나 정지 시에도 젖은 상태로 계속

유지되므로 건조/가습에 의한 수축/팽창이 없어 기계적 내구성 감

소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지만 전기화학적 열화에서는 라디칼이 고

분자막을 열화시키는 점[11-13]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PEMFC

에서 고분자막 내구성 연구결과로 고분자 막 열화속도가 높은 조건은

고전압, 저가습, 고온, 고압가스 조건이므로, PEM 수전해는 구동조

건이 PEMFC에 비해 고전압, 고압가스 조건이 막 내구성을 약화시

킬 수 있는 조건이다. 

현재 PEM 수전해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내구

성에 대한 연구가 PEMFC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PEM

수전해 열화에 따른 내구성을 PEMFC 열화 평가 방법을 적용해 검

토하고자 하였다.

2. 실 험

2-1. PEM 수전해 실험

양이온 교환 막은 Nafion 117을 anode는 IrO
2
를 cathode는 Pt/C

전극촉매를 사용해서 데칼 방법에 의해 고분자 전해질 막에 접합해

제조한 막전극 합체(MEA, CNL Energy Co., Korea)를 수전해 셀에 체

결하여 실험했다. Ti 소재로 만든 분리판을 사용한 수전해 셀(CNL

Energy Co., Korea)의 음극과 양극에 증류수가 일정한 유속으로 공

급되게 펌프와 연결되었다. 셀의 온도를 일정하게 제어한 상태에서 일

정 전류를 공급하고 전압 변화를 측정하는 Power supply(ELPTEK,

EP-3010, Korea)에 의해 수전해 MEA를 활성화하고 I-V 성능을 측

정하였다. 일정 온도와 일정 전류에서 수전해 셀의 전압 변화를 측

정하면서 24 hr 마다 I-V 성능을 측정하고 PEMFC 조건에서 CV,

impedance, LSV를 측정해 전극과 고분자막의 열화(Degradation)를

분석하였다.

2-2. PEMFC 조건에서 MEA 내구성 평가 실험

수소투과전류밀도(HCCD)는 Potentiostat (Solatron, SI 1287)을

이용한 LSV(Linear sweep voltammetry) 방법으로 측정해 비교하

였다. LSV는 anode와 cathode에 각각 수소(40 mL/min)와 질소(200

mL/min)를 공급하고, scan rate는 1 mV/sec로 0~0.4 V 범위에서

전압을 변화시키면서 전류를 측정하였다[7]. 전극활성면적(ECSA,

Electrochemical Surface Area)은 Potentiostat을 이용한 CV(Cyclic

voltammetry)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CV는 LSV와 동일하게 가스를

주입하고, scan rate는 30 mV/sec로 전압을 변화시키면서 전류를

측정하는데, 14 cycle 후 측정한 값을 택했다. 막 저항 및 부하전달

저항은 impedance analyser(Solatron, SI 1287)를 이용해 측정하였다.

impedance 측정은 anode와 cathode에 각각 수소(93 mL/min)와 공

기(296 mL/min)를 공급하고, DC current 1 A, AC amplitude 100 mA,

frequency 100,000~0.1 Hz 범위에서 측정하였다. 이오노머의 화학

적인 구조를 비교하기 위해 ATR(Attenuated Total Reflection)이 부

착된 FT-IR(ABB Co., FTLA 2000)을 이용했다. 열화에 의한 고분자막의

두께 변화는 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Hitachi S-4800)을

이용 분석하였으며 beam 전위는 5~15 kV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구동 온도에 따른 내구성 평가

PEM 수전해 온도를 50 oC, 70 oC에서 초기 1.7 V전압에 상응하는

일정전류(1.18 A)에서 구동하면서 전압 변화를 측정했다. 50 oC에

서는 55시간까지 거의 일정하다가 전압이 갑자기 상승하였고

70 oC에서는 22시간에 전압이 상승하기 시작했다(Fig. 1). 전압이

상승했다는 것은 MEA성능이 감소했다는 것이고 짧은 시간에 전압

이 상승한 MEA는 그만큼 내구성이 약하다는 것이다. 즉 온도를

20 oC 낮은 온도 50 oC에서 구동했을 때 2.5배 내구성이 향상되었다.

전압이 약 5.5 V가 되었을 때 실험을 종료하고 I-V 성능을 측정

하였다(Fig. 2). 5.5 V에 도달한 시간은 50 oC에서는 64시간, 70 oC

에서는 34시간이었다. 5.5 V에 도달한 시간으로 계산하면 50 oC에

서 약 2배 높은 내구성을 나타냈다. 50 oC에서는 64시간 후의 I-V

성능이 약간 낮은데 70 oC에서는 34시간 후보다 종료시간이 약간

늦어서 5.6 V에서 구동을 종료해서 열화가 더 진행되었기 때문이

라고 본다. MEA의 열화가 어느 요소에서 발생한 것인지를 CV,

Fig. 1. Comparison of voltage variation at constant current of 1.18 A.



고분자전해질 연료전지 열화 분석방법에 의한 PEM 수전해 열화 평가 3

Korean Chem. Eng. Res., Vol. 59, No. 1, February, 2021

LSV, impedance, SEM, FT-IR 등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3-2. Impedance와 수소투과도 분석

50 oC에서 48시간 경과 후 임피던스를 측정한 결과 막 저항을 나

타내는 HFR이 5배 이상 증가했고 전극 부하전달 저항을 나타내는

CTR도 증가했다. 70 oC에서 34시간 후 HFR이 10배 이상 증가해서

막 열화가 진행되었음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PEMFC에서는

HFR이 2배 이상 증가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PEM 수전해에서는

HFR 변화가 매우 크게 나타난 것이다[7,8]. PEM 수전해에서는 고

분자막의 주사슬의 CF 결합보다 슬폰산기의 열화가 심하게 발생했

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PEMFC에서 impedance 분석 데이터에

고분자막 열화가 많이 반영되어 나타나지 않은데 PEM 수전해에서는

impedance의 HFR과 CTR의 변화가 심하여 PEM 수전해 열화 분

석에 impedance가 용이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보였다. 

고분자 막의 열화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LSV를 이용해 수

소투과전류밀도(HCCD)를 Fig. 4처럼 나타냈다. 50 oC에서 구동한

Fig. 2. Comparison of I-V curves during PEM electrolysis at temperature of a) 50 oC, b) 70 oC.

Fig. 3. Comparison of impedance curves during PEM electrolysis at temperature of a) 50 oC, b) 70 oC.

Fig. 4. Comparison of LSV curves during PEM electrolysis at temperature of a) 50 oC, b) 70 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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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의 LSV를 분석한 결과 DOE 방법에 의한 수소투과전류밀도는

초기(0.09 mA/cm2)보다 64시간 후(0.2 mA/cm2) 2배 이상 증가했

다. 70 oC에서 구동한 경우는 34시간 후 0.25 mA/cm2 로 초기보다

2.5배 이상 증가해서 50 oC에 비해 거의 5배 이상의 수소투과 증가

속도를 보였다. 고분자막의 수소투과도는 막 두께 감소와 핀홀 등의

발생에 의한 것인데 PEM 수전해에서도 고분자막의 열화를 LSV

측정법에 의해서 잘 분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50 oC에서 48시간 경과 후 IrO
2
 전극의 활성면적 변화를 Fig. 5에

나타냈다. 0.5 V이하의 흡착/탈착 전류밀도가 감소해 IrO
2
 전극의

촉매 활성면적 감소를 볼 수 있다. 70 oC에서 48시간 후 Pt/C 전극의

활성면적 감소를 초기와 비교해 Fig. 5(b)에 나타냈다. 48시간 후

0.5 V 이하의 수소탈착 전류밀도가 감소해 Pt/C 촉매 활성면적 감

소를 확인할 수 있다. PEMFC에서 Pt/C 전극의 열화를 CV로 분석

했듯이 PEM 수전해에서는 IrO
2
와 Pt/C 전극의 열화를 각각

PEMFC의 CV 분석방법으로 가능함을 보였다. 

3-3. 두께 변화 및 FT-IR 분석

70 oC에서 34시간 수전해 후 고분자막의 두께 변화를 SEM 단면

사진으로 Fig. 6에 나타냈다. 초기에 180 µm였던 고분자막의 두께가

수전해 후 151~159 µm으로 11.7~16.1% 감소했다. 전체적인 SEM

분석결과 고분자 막에 핀홀이나 크랙은 없었고 두께 감소만 있어서

수소투과도 감소 및 HFR감소는 두께감소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Fig. 7에 70 oC에서는 34시간 수전해 전후 고분자막의 FT-IR을

Fig. 5. Comparison of CV curves at a) IrO
2
 electrode (50 oC) b) Pt/C (70 oC), during PEM electrolysis. 

Fig. 6. SEM image of membrane crosssection a) before electrolysis b) after electrolysis at 70 oC. 

Fig. 7. Change of FT-IR of membrane after PEM electrolysis at 70 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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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1,203 cm-1에서 CF
2
(stretching asymmetric),

1,148 cm-1에서 CF
2
(stretching symmetric), 1,057 cm-1에서 SO(stretching

symmetric), 982 cm-1에서 C-F(stretching -CF
2
-CF(CF

3
)-group) 그리고

968 cm-1에서 C-O-C(stretching symmetric) 결합들이 나타났다. 이들

모든 피크에서 수전해 후 면적 감소를 확인할 수 있어서 수전해 과

정에서 PEMFC와 마찬가지로 과산화수소 및 산소 라디칼에 의해

화학적인 열화가 발생했음을 볼 수 있다.

4. 결 론

PEM 수전해 내구성 평가에 PEM 연료전지 MEA 열화 평가에

많이 사용되는 기법들이 적용 가능한지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PEM 연료전지처럼 막을 통과한 수소가 Pt/C 전극에서 산화되어

수소투과전류밀도로 측정됨으로써 PEM 수전해 고분자막의 열화

정도를 분석할 수 있었다. 전극활성면적(ECSA)을 측정하고자 하는

전극에 질소를 반대 극에 수소를 유입하면서 IrO
2
와 Pt/C 전극의

ECSA 변화를 측정해서 PEM 수전해 전극열화를 분석할 수 있었다.

수소와 공기를 Pt/C 전극과 IrO
2 
전극에 공급하면서 각 전극의

impedance를 측정해 HFR과 CTR을 분석함으로써 전극과 고분자

막의 내구성을 평가할 수 있었다. 그리고 SEM 단면사진에 의해 고

분자 막 두께 감소를 확인해 고분자 막의 전기화학적 열화와 FT-IR

분석에 의해 고분자 막의 화학적 변화가 PEM 연료전지와 유사하

게 라디칼에 의해서 발생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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