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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무분별한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범지구적인 환경문제

가 발생하고, 특히 화석연료 연소 시 이산화탄소, 메탄 

등의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동

시에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알려지기 시작했

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파리기후협정을 통해 EU를 중심으로 ‘European Green 
Deal’을 구체화하면서 탄소 국경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

다[1]. 또한, 직접적인 지구온난화와 온실가스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자들이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친환경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의 관

심이 최근 들어서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연료로 사용 시에 부산물로 물밖에 생성되지 

않는 친환경 수소에너지에 대한 관심은 점차 그 관심과 

적용에 대한 부분이 확대되고 있다. 자세히, 수소에너지

는 무한정인 물을 변환하거나 유기물질을 변환하는 등

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수소를 생산하고, 생산된 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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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알칼리 수전해 시스템은 다양한 수소 생산 공정 중에서 가장 온실가스 발생량이 적은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
중 가장 오래된 기술이다. 알칼리 수전해 시스템은 알칼리 조건에서 사용되며, 고분자 전해질막 수전해와는 다르게 니켈, 코
발트, 은 등의 안정한 전이금속을 전극촉매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가격이 저렴하고 대용량화가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장점으로 알칼리 수전해 시스템은 20세기 초부터 MW급 수소발생장치에 적용되어 왔으며 현재 20여 개
의 제조업체에서 상용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안정화된 기술이다. 본 논문에서는 알칼라인 수전해의 기본원리 및 사용되는 촉
매, 전극, 격막 등에 대해 알아보고 그 중 핵심소재인 격막의 연구개발 동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Abstract: Alkaline water electrolysis system is the oldest technology among various hydrogen production processes to 
produce green hydrogen with the least amount of greenhouse gas generated. Alkaline water electrolysis (AWE) system is 
used in alkaline atmosphere condition. In comparison to polymer electrolyte membrane water electrolysis (PEMWE), this 
system can utilize stable transition metals such as nickel, cobalt, and silver, as electrode catalysts. AWE is relatively 
inexpensive, and can easily be scaled up to large scale. The system is a mature technology, as it has been in operation since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in MW-scale for hydrogen generation, and there are currently more than 20 commercial 
manufacturers. In this review, the basic principles of AWE, along with catalysts, electrodes, and diaphragm membranes, are 
summarized. Particularly,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trends of the diaphragm membrane unit, which is the core 
component of an AWE, are discussed in detail.

Keywords: alkaline water electrolysis, diaphragm membra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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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을 칭한다.
수소는 현재 다양한 방식으로 제조하여 사용되고 있

고, 생산되는 방식에 따라서 색으로 그 특징을 구분하

고 있다. Table 2에서 알 수 있듯이, 천연가스를 개질하

여 생산하는 수소인 ‘그레이(gray) 수소’는 정유공정의 

나프타 분해 과정에서 생산되는 ‘부생수소’등을 의미하

고 부산물로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특히, ‘그레이 수

소’ 1톤을 생산하기 위해 10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된

다. 두 번째로 ‘그레이 수소’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이

산화탄소를 포집 및 저장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수

소를 ‘블루(blue) 수소’라고 칭한다. 마지막으로, 이산화

탄소 배출이 아예 없고,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물을 전

기 분해하여 수소와 산소를 생산하는 수전해 시스템으

로 생산한 수소를 온실가스 배출이 없고 가장 자연에 

가까운 원료라서 ‘그린(green) 수소’라 칭한다[2,3].
이 중 ‘그린 수소’는 수전해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소

를 생산하기 때문에 온실가스의 배출이 없으며 높은 에

너지 밀도, 풍부한 자원량, 장기간 저장 가능성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레이 수소’의 

경우 1 kg을 생산하는데 2,000원 미만의 비용이 드는데 

비해, ‘그린 수소’는 1 kg당 평균 9,000~10,000원의 비

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5배 정도 비싸다. 따라서 세계 주

요 국가들은 ‘그린 수소’의 생산 비용을 낮추고 효율성

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소경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
러한 이유로 전 세계 정부는 다양하고 지속가능한 수소

관련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전 세계의 정부와 기업들

은 실현가능한 수소사회를 만들기 위한 활발하게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이에 따라 기업 및 연구소의 

활발한 연구와 인력양성이 진행 중이다.
한국 정부 역시 수소법을 제정하며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법’을 통과시켰고, 수소전문기업 및 육성

⋅지원, 인력양성⋅표준호 사업지원 등 수소산업 기반

조성을 진행 중에 있다. 2019년 1월 수소 차와 연료전

지를 양대 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경제 선도 국

가로 도약하기 위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제시

하였다. 제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주요 목표는 

Paris agreement
Objective 2 °C target efforts to achieve the 1.5°C goal

Range Not only GHG reduction but also application, financial resources, technology 
transfer, capacity building, transparency, etc.

State companies obligated to reduce All countries covered by the agreement
Object setting method Bottom-up
Whether punishment Non-punitive

Target assumption standard True power rule
Sustainability Sustainable response is possible as no end point is specified

Agent Encourage participation of various actors

Table 2. Hydrogen Classification according to Greenhouse Gas Emissions

Type Properties

Geen hydrogen ㆍHydrogen produced by electrolysis with renewable energy.
ㆍNo greenhouse gas emissions due to the use of renewable energy generation power.

Grey hydrogen
ㆍIt refers to ‘reformed hydrogen’ produced by reforming natural gas, and ‘by-product hydrogen’ produced 

as a by-product in the naphtha decomposition process in the oil refinery process.
ㆍIt is known that 10 tons of CO2 are emitted to produce 1 ton of gray hydrogen.

Blue hydrogen ㆍHydrogen that reduces greenhouse gas emissions by trapping and storing CO2 from the gray hydrogen 
production process.

Turquoise hydrogen
ㆍRefers to the hydrogen produced by the pyrolysis of methanol. CO2 is discharged in the form of solid 

carbon residues, which are not discharged to the atmosphere and can be recognized as cyanohydrogen 
while permanently maintaining a solid form.

Table 1. Highlights of the Paris Agreement



A Research Trend on Diaphragm Membranes Alkaline Water Electrolysis System

Membr. J. Vol. 31, No. 2, 2021

135

수소 차와 에너지 생산에서 세계시장 점유율 1위 달성 

및 현재 주생산물인 그레이 수소에서 그린수소로의 생

산 패러다임의 전환, 안정적이고 경제성 있는 수소의 

저장과 운송체계 확립 및 수소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최근 들어서 ‘그린 수소’ 제조 방법 중에서, 수전해를 

이용한 방법은 더욱 가장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으

로 여겨지고 있으며, 이러한 수전해를 이용한 수소생산 

방법은 1839년 영국의 과학자 Sir William Robert Grove
가 처음으로 물에서 수소와 산소를 만드는 실험을 한 후 
많은 연구들이 따라 진행해 왔다[4].
수전해 기술은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물을 전기분해

하여 수소와 산소를 생산하는 기술이며, 여러 가지 분

류가 있지만, 특히 전해질 종류에 따라서 3가지로 분류

할 수 있다. 특징적으로 전해질 종류 또는 특징으로 나

뉘게 되면,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게 알칼리 수

전해(alkaline water electrolysis, AWE), 고분자 전해질

막 수전해(polymer electrolyte membrane water electro- 
lysis, PEMWE), 고체산화물 수전해(solid oxide electro- 
lysis cell, SOEC)로 구분할 수 있다[5].
고분자 전해질막 수전해는 고분자 전해질막을 전해질

로 사용하는 수전해 시스템으로 양이온교환막 수전해

(proton exchange membrane water electrolysis, PEMWE)

와 음이온교환막 수전해(anion exchange membrane wa-
ter electrolysis, AEMWE)로 다시 나눌 수 있다. 양이온

교환막 수전해는 산화전극에서 물이 수소이온(양성자, 
H+)과 전자가 생성되고, 전해질을 통해서 반대전극인 환

원전극으로 이동한 후, 전자와 다시 반응하여 수소기체

로 생산된다. 음이온교환막 수전해는 양이온교환막 수

전해와 달리 음이온 교환막을 이용하며, 수산화이온

(OH-)을 선택 투과하여 반대전극으로 전달하고, 수소와 

산소의 확산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고순도의 수소를 

얻을 수 있으며 양이온교환막과 다르게 알칼리 분위기

에서 귀금속 촉매 대신 저렴한 일반 금속을 촉매로 사

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미래기술이다. 

양이온교환막 수전해 반응식

  (Anode) HOI → Og  H  e (1)

  (Cathode) H  e → Hg (2)

음이온교환막 수전해 반응식

  (Anode) OH → 
 O  HO  e (3)

  (Cathode) HO  e → H  OH (4)

이러한 고분자 전해질막 수전해는 그 특징으로서 전

Electrolysis type Alkaline water 
electrolysis

Proton exchange membrane 
water electrolysis

Anion exchange membrane 
water electrolysis

Solid oxide 
electrolyser cells

Electrolyte KOH, NaOH Water KOH, NaOH Steam

Membrane Diaphragm, anion 
exchange membrane 

Proton exchange membrane 
(Nafion)

Anion exchange membrane 
(Fumatech)

Solid oxide 
(YSZ)

Electrode Ni/Fe Pt, Ir Ni/Fe Ni/YSZ
Current density

(Aㆍcm2) 0.25~0.45 2~3 2~3 0.3~1.0

System effiency 
(%, LHV) 51~60 46~60 45~60 76~81

System life time 
(× 1,000 h) 55~120 60~100 60~100 8~20

Sytem cost (€ㆍkW-1) 800~1,500 1,400~2,100 1,500~2,200 2,000
Maintenance cost 

(%/yr) 2~3 3~5 3~5 n/a

System features Scale↑, cost↓,
H2 permeate↑

Scale↓, cost↑,
H2 permeate↓

Scale↓, cost↑,
H2 permeate↓

Scale↑, cost↑, 
H2 permeate ↓

Development direction Current density↑, 
H2 permeate↓ 

Electrode cost↓, 
system life↑ 

Electrode cost↓, 
system life↑ 

Electrode cost↓, 
system life↑

Table 3. Water Electrolysis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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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밀도가 매우 높으며 시동 소요시간이 10 s 이내로 짧

고 수소의 순도가 매우 높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성능 

향상을 위해서 고분자 전해질막의 높은 이온교환특성 및 
이온전도도가 필요하고, 구동조건에서 높은 물리화학적 

내구성이 요구되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특성에 맞추기 

위해서 많은 연구자들은 미국 듀폰사(Dupont, USA)에
서 생산 및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우수한 내구성과 

이온전도성을 가지는 나피온막(Nafion)과 같은 과불소

화술폰산계 전해질막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강
산 분위기로 인하여 백금계 촉매를 사용해야만 하고, 
때문에 촉매와 전해질막의 높은 가격과 낮은 유리전이

온도 문제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6,7].
다음으로, 고체산화물을 전해질로 이용하는 고체산화

물 수전해 시스템은 구동 시 수증기를 700°C 이상으로 

가열하기 위하여 추가 열원을 필요로 하며, 고온의 작

동조건을 가지기 때문에 전해질이 반드시 고온에서 충

분한 내구성을 가져야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

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공정과 소재와 대한 연구와 개

발이 필요하며, 이러한 이유로 아직까지 다른 수전해 

법에 비해 기술적인 발전이 더딘 편이다[8]. 마지막으로 

알칼리 수용액을 전해질로 사용하는 알칼리 수전해 시

스템은 고분자 전해질막 수전해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

적으로 전류밀도가 낮고, 동시에 알칼리 전해질에 의해 

수소의 순도는 99.5~99.9% 정도로 조금 낮은 편이다. 하
지만,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알칼리 수전해 시스템

은 사용조건이 알칼리 분위기라서 고분자 전해질막 수전

해와는 다르게 니켈, 코발트, 은 등의 안정한 전이금속

을 전극촉매로 사용할 수 있고, 가격이 저렴하고 대용

량화가 용이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장점으로 알

칼리 수전해 시스템은 20세기 초부터 MW급 수소발생

장치에 적용되어 왔으며, 현재는 20여개의 제조업체에

서 상업화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안정화된 기술이라

고 할 수 있다[9-11].
본 총설에서는 이러한 알칼리 수전해 시스템의 소개 

및 이슈, 연구 동향에 대해 확인 후 앞으로 나아갈 방향

에 대해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알칼리 수전해(Alkaline Water Electrolysis)

알칼리 수전해는 양극과 음극 사이에 다공성 격막을 

삽입하고, 전해질로서 알칼리 용액을 주입한 후, 양극에 

일정한 전압과 전류를 흐르게 하여 수소를 제조하는 시

Fig. 1. Principle of alkaline electrolysis.

스템으로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알칼리 수용액 상

태 하에서 스택의 전극사이에 다공성 격리막 또는 이온

교환막을 위치시키고 NaOH 또는 KOH 수용액을 충진

한 후 직류전기를 공급하여 전기분해를 진행하여 (+)극
에서 산소가, (-)극에서 수소가 생산된다. 이때 KOH 전
해질을 통해 수산화이온(OH-)이 전달되어 전체 회로가 

완성되게 된다. 알칼리 수전해 셀은 40~100°C에서 작

동되며, NaOH나 KOH 전해질의 농도는 25~30%이다

[9-12].

(Anode) 
 O  HO  e = OH (5)

(Cathode) HO  e = H  OH (6)

알칼리 수전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분자 전해

질막 수전해와 비교하여 전류밀도가 낮으며, 알칼리 전

해질에 의해 수소의 순도가 99.5~99.9% 정도로 조금 낮

은 편이지만, 가격이 저렴하고 면적 증대 및 셀의 적층 

수 증가를 통한 수소 생산량의 확장이 가능하고, 제작

이 손쉬운 장점이 있다. 더불어서 가격이 저렴한 니켈, 
코발트, 은 등의 안정한 전이금속을 전극의 촉매로 사

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20세기 

초부터 MW급 수소 발생장치에 적용되어 왔으며,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20여개의 제조업체에서 상

업화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7,9].
알칼리 수전해 시스템 장치의 구성은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원공급 장치, 전해질 공급탱크, 스택, 수소/
산소 저장계량 탱크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원공급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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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알칼리 수전해가 구동되며 스택에서 실질적인 수소

의 생산이 이루어진다. 생산된 수소는 전극 둘레의 수

용액 중에서 기포 상태로 생산되며 생산된 기체 기포들

은 수소와 산소 저장 탱크로 흘러 들어가는 시스템이며 

공급 탱크는 수전해로 인하여 소모되는 물에 의한 알칼

리 전해질 수용액의 농도변화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

으로 증류수를 공급하게 된다.
현재, 알칼리 수전해의 기술동향은 크게 스택의 전극 

재료와 다공성 격막 개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전
극 물질로는 수소 생산에 있어서 저전압, 높은 전극 특

성, 내구성을 갖는 현재 상용 중인 STS (stainless steel)
와 Ni foil 또는 Ni 합금형태로 개발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13,14]. 다음으로, 다공성 격막 개발은 성능 향상을 

위하여 낮은 저항과 높은 고정이온 농도를 요구하고, 장
시간 구동 안정성을 위하여 우수한 알칼리 내성을 요구

하기에 이러한 소재의 개발에 많은 연구자들이 집중하

고 있다[15-17].

3. 알칼리 수전해 스택

알칼리 수전해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스택은 Fig.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게 전해액(electrolyte), 전극(electrode), 
격막(diaphragm membrane)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로, 전해액은 비전도율이 크고, 양극에 대한 부식

성이 작으며, 발생 가스 기포의 상승온도가 높고, 대기 

중의 CO2 흡수도가 낮으며, 값이 싼 KOH나 NaOH 수

Country Enterprise

Abraod

Norway NEL
United States of America Teledyne Technologies

France MACPHEE
Denmark ETOGAS
Canada Htdrogenics

Denmark GreenHydrogen
Germany Enapter

Domestic Republic of Korea
Energy&Marine solution

SUSO ENERGEN
Elchemtech

Fig. 2. Alkaline water electrolysis system configuration.

Table 4. The World’s Leading Alkaline Water Electrolysis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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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OH KOH
Causticity Small Large

Maximum specific conductivity 
solution concentration 20% 30%

Cost Low High
The decrease in conductivity 

when CO2 is absorbed Large Small

Table 5. Characteristics of Electrolytes used in Alkaline 
Electrolysis

Fig. 3. Alkaline water electrolysis stack structure.

용액이 적합하며, 사용 특성에 따라 NaOH, KOH를 선

택하며 Table 5에서와 같이 KOH는 NaOH와 비교하여 

도전율이 높고 탄산염의 용해도가 크지만 가격이 높다

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18].
또한, 전해액의 불순물은 종류에 따라 장애가 될 수 

있다. 수전해에 의해 발생되는 가스 기포가 용액 중에 

함유되어 있어 용액의 저항이 커지게 되며, 전해조의 전

압이 상승하여 전해효율을 저하시키거나 전극판의 전

류의 분포를 균일하지 않게 하기도 한다. 또한, 전해질 

농도가 30% 이상이 되면 점도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어 

발생한 수소 기포가 전극으로의 전해질 공급과 수소배

출을 방해시키며 이온의 전달을 방해하여 수소의 생산

량이 감소하게 된다고 알려져 있다.
스택의 전극은 양극과 음극으로 나뉘며 물리적 화학

적 안정성이 필요하며, 수전해 장치의 전압효율 향상을 

위하여 전해액인 NaOH나 KOH 용액에서 반응함으로 

전해액에 대하여 낮은 저항 값을 가져야 하는 특성이 

있다. 특히, 산소가 발생하는 양극에서는 전극의 내부식

성 향상이 중요하며, 양극에서의 과전압에 의한 효율 

저하가 해결되어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Ni, Co, 
Fe, Cu와 같은 금속 또는 합금이 이용된다. 또한 같은 

전극의 재료이더라도 전극의 표면처리 방법, 전극의 형

상, 전해액의 종류 및 온도에 따라 과전압이 달라지고 

수전해 효율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극면의 

처리방법에 대한 다양한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는 

전극표면을 거칠게 하여 활성화시킨 후 가스 배출이 원

활하도록 익스팬드-메탈(expand-metal) 등을 주로 이용

하고 있다. 또한 스택 내에서 전극의 배치는 전극과 격

막 사이 간격 내 이온저항을 줄이고, 대면적 전극 구현 

시 생성기체에 따른 물질전달 저항 증가를 줄이기 위해 

전극과 다공성 격막 사이 간격을 없앤 샌드위치 형태의 

zero-gap 구조를 사용한다. 이 zero-gap 구조는 매쉬, 폼, 
타공판 등의 다공성 구조체를 전극으로 사용하여 생성된 
기체가 전극 바깥쪽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다[19-22].
알칼리 수전해의 격막은 이온만을 선택적으로 통과시

키고 양 전극에서 발생한 수소와 산소의 혼합을 방지하

는 역할을 한다. 과거에는 내구성이 높은 석면과 테프

론 등을 많이 사용하였으나, 수산화 이온에 대한 낮은 

선택성과 격막의 다공성에 의해 수소극과 산소극의 용

액의 혼합이 발생함으로서 전해효율이 낮다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에는 세

라믹 입자를 고분자 바인더와 함께 분산시킨 다공성 복

합체, 유리섬유로 강화한 폴리페닐렌 설파이드(polyphe- 
nylene sulfide, PPS), 산화니켈층을 소결한 니켈 다공체 

매트릭스 등이 사용되고 있으며, 상용제품으로는 ZirfonⓇ

이 있지만 이 또한 장기 내구성이 낮은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장기 운전 시의 내구성이 높고 양쪽 극액의 

혼합을 방지함과 동시에 수산화이온의 선택투과성이 높

은 격막의 개발을 산업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23-25].

4. 알칼리 수전해 격막의 개발

알칼리 수전해 시스템의 격막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

이 사용되는 소재가 80°C가 넘는 강염기(30% KOH) 환
경에서 높은 내구성을 가져야 하는 특징이 있다. 알칼

리 수전해용 격막의 개발은 1990년대부터 개발되어 왔

으며, Fischer는 간단한 소결 기술로 소형 니켈 산화물 
격막을 개발하였으나 Fig.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스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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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Low gas separation of small nickel oxide diaphragms
made with Fischer’s simple sintering technology (Reprodu- 
ced with permission from Fischer et al., 26, Copyright 
1980, AIChE Journal).

리 성능이 떨어졌으며[26], 이후 Vermeiren은 이러한 문

제점을 보완하여 polysulfone과 ZrO2로 구성된 ZirfonⓇ

을 개발하였다[27]. 현재까지 유일하게 상용화된 알칼리 
수전해 격막인 ZirfonⓇ은 PPS 고분자 매트릭스 지지체 

위에 ZrO2 나노입자를 polysulfone 고분자와 함께 NMP 
용매에 분산시킨 슬러리를 캐스팅하여 만든 막으로서, 
친수성을 갖는 ZrO2 나노입자를 통해 전해질 내 OH-의 

이온전도성을 확보하고, PS 고분자 바인더 및 PPS 매
트릭스를 통해 강염기에 대한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

였다. ZirfonⓇ의 분리막(Fig. 5)의 두께는 500 ± 50 µm
이며 Table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공도는 50 ± 20%, 
기공 크기는 0.15 ± 0.05 µm이며 bubble point pressure
는 3 ± 1 bar, 막저항은 30°C, 30% KOH 용액 내에서 < 
0.3 Ω⋅cm2을 나타내는 등 매우 우수한 성능을 나타낸

다. 그러나 ZirfonⓇ은 구동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수소의 
플럭스가 매우 높아지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15,28-29]. 
이외에도, E. Montoneri은 Fig. 6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

이 polystyrene-divinylbenzene, polyvinylpyridine-divinyl- 
benzene과 polyphenylene으로 코팅된 석면을 개발하였으

나, 인체에 유해하고 비용이 비싼 문제가 있어서 그 사

용이 제한되었다[30].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석

면을 이용한 코팅 및 개질의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

였으나, 계속해서 인체의 유해성과 높은 비용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후 2010년대에 S. Seetharaman은 poly- 

Unit Value
Weight density g/cm3 1 ± 0.2

Thickness µm 500 ± 50
Maximum operating temperature °C 110

Dimensional stability % < 1.5
Porosity % 60 ± 5

Bubble point Bar 2 ± 1
Gas permeablility @ 5 bar L/min,cm2 3.2 ± 1

Table 6. Characteristics of Zirfone®

Fig. 5. Cross section of commercially available zirfon® (Re-
produced with permission from Rodriguez et al., 15, Co- 
pyright 2019, Membranes).

Fig. 6. Asbestos coated with polystyrene-divinylbenzene, 
polyvinylpyridine-divinylbenzene and polyphenylene devel-
oped by E. Montoneri (Reproduced with permission from 
Modica et al., 30, Copyright 1984, Polymer).

vinylalcohol과 N,N,N’N’-Tetramethyl hexane-1,6 dia-
mine을 이용하여 분리막을 합성하여 폴리바이닐 알코올

계 막을 개발하게 되었다[31]. Fig. 7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석면을 이용한 격리막 소재들과 비교하여 40°C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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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SEM and Performance of polyvinyl alcohol-based 
membranes prepared using polyvinyl alcohol and N, N, 
N’N’-Tetramethyl hexane-1,6 diamine (Reproduced with 
permission from Seetharaman et al., 31, Copyright 2011, 
Separation Science and Technology).

0.38 A/cm2의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었으나, 폴리바이닐 

알코올계 격막은 열안정성과 내구성이 낮다는 단점을 나

타내었다. 이후 열 안정성 및 내구성이 높은 막의 개발

을 위하여 polybenzimidazole, polyphenylene sulfides 등 
설폰화된 폴리머 및 복합 재료를 기반으로 연구들이 보

고되었다[32-34]. 또한, polybenzimidazole을 polysulfone 
등의 고분자와 혼합하여 복합막을 제조하여 사용하거나, 
고온에서 안정성을 부여하는 무기 산화물 등을 첨가하여 
복합막을 제조하는 연구도 보고되고 있으며, polyphe- 
nylene sulfide를 이용한 연구로는 polyphenylene sulfide 
위에 촉매를 바로 도핑시켜 코팅하는 연구와 polyphe- 
nylene sulfide를 polysulfone 계열의 엔지니어링 플라스

틱 들과 블랜딩 시키는 연구 등이 많이 보고되고 있다.
특히 ZirfonⓇ에서 나타나는 문제인 cross-over 현상을 

막기 위하여 기체 투과도를 낮추어야 하므로 더 작은 기

공과 좁은 기공 크기 분포를 가지며 동시에 전해질 이

동 이온저항을 낮춰야 하는 당면과제들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대표적인 예로 국내의 한국에너지기술 

연구원에서는 나노 입자의 ZrO2를 보다 작은 수십 나노

(nm)에서 수 나노 크기로 줄이고, 구조를 막대(rod), 시
트(sheet), 벨트(belt) 형태로 다양하게 변화시켜서 기체 

투과도를 더욱 낮추려는 연구가 진행되었다[15,35]. 특
히, 슬러리 제조 시 나노 입자의 엉킴 현상을 줄이기 위

한 방안과 ZirfonⓇ 분리막과 비교하여 막의 두께를 줄

여 이온저항과 기체 투과도를 낮추며 분리막 두께 변화

에 따라 ohmic 저항을 줄여 고전류밀도에서 알칼라인 

수전해 효율을 높이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여러 연구그룹들에서 분리막의 

두께를 줄이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두
께가 줄어듦에 따라 내구성 측면에서 극복해야 될 문제

점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현재까지는 알칼리전해질막을 이용한 알칼리 수

전해 시스템에 관한 논문은 많이 발표되진 않았으나, 많
은 대학 및 연구소에서 음이온교환막을 이용한 알칼리 

수전해에 관해 연구가 증가하고 있어서 논문출판과 특

허출원이 국내외적으로 증가 중에 있다. 먼저 음이온 교

환막이란 -NH3
+, -NRH2

+, -NR2H+, -NR3
+ 등의 양이온

을 띠는 이온그룹을 가져 양이온의 반발력으로 양이온은 
통과시키지 않고, 음이온을 선택적으로 통과시키는 특징

을 가진다. 호서대학교에서는 polyvinyl chloride를 통하

여 내알칼리성이 뛰어난 분리막을 제조한 바가 있으며

[36], 이외에도 polyphenylene oxide와 poly ether ether 
ketone 등을 이용하여 음이온교환막을 제조 후 알칼리 

수전해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가 경상대학교, 인
천대학교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다[37].
하지만, 아직까지는 음이온 교환막은 양이온 교환막보

다 상대적으로 낮은 전도도를 가지고, 음극에서의 촉매

활성 등의 문제점이 있어서 이를 여러 가지 방안으로 해

결하여 알칼리 수전해에 적용시키고자 하는 연구방법

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 중, 음이온 교환막의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교(crosslinking) 시스템의 도입

을 들 수 있으며, 가교는 두 원자 또는 두 개의 고분자 

사슬을 연결하는 다리 모양으로 이루어진 그물모양의 구

조를 뜻하며 가교가 이루어진 고분자 사슬은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지만 높은 치수 안정성을 가지게 된다. 
이 뿐만 아니라 용매에 녹지 않고 팽윤(swelling)만 이

루어져 물리적⋅화학적 안정성을 가질 수 있다. S. Yun 
연구팀에서 poly(vinyl benzyl chloride) 고분자에 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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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polybenzimidazole을 이용하여 음이온교환막을 가

교하였고, 제조된 가교막의 경우 Fig.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교막을 온도에 따른 변화 시 팽윤이 거의 없으며, 
60°C 1 M KOH 용액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교막

의 이온전도도의 변화가 거의 없음에 따라 가교막의 물

리적 화학적 안정성 또한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38,39].
다른 방법으로는 복합막을 제조하는 방법으로 음이온 

교환 고분자 용액을 다공성 지지체에 함침하여 제조하

는 방법이 있다[40,41]. 이 방법은 별도의 지지층 위에 

활성층을 계면 중합하여 최적화된 비대칭막의 제조를 

뜻하며 음이온교환 고분자 용액을 다공성 지지체에 함

침시켜 제조하고, 이를 통해 이온전도 특성을 향상시키

기 위해 많은 양의 음이온교환기를 도입하여 과한 함수

율로 인하여 약화된 기계적 물성의 강화와 두께가 얇은 

다공성 지지체에 음이온 교환 고분자 충진을 통해 낮은 

저항을 확보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추가로 다공성 

지지체가 음이온 교환 고분자를 잡아 주기 때문에 완전

히 수화된 상태에서 구동되는 수전해 시스템에서 치수

안정성까지 확보까지 가능하게 된다[42,43]. Zhengzhou 
대학교에서는 키토산 다공성 지지체에 다양한 음이온 

교환 고분자를 이용하여 복합막을 제조하였고, Fig. 9에
서 보는 바와 같이 1 M KOH 용액의 80°C 조건 하에

서 이온교환용량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줄어드는 경향

  

Fig. 8. Performance of crosslinked anion exchange membrane (Reproduced with permission from Yun et al., 38, Copyright 
2018, Polymer Bulletin).

Fig. 9. Performance of anion exchange composite membrane (Reproduced with permission from Zhang et al., 44, Copyright 
2016, Industrial & Engineering Chemistry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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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으나, 240시간까지 측정결과 복합막이 일반 막보

다 우수한 물리적 안정을 보였다[44].
이렇게 제시된 방법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알칼리 수전해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한 성능 향상

과 문제점을 극복한 음이온교환막의 연구가 활발히 진

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 필요한 상황이고 더 기대되

는 상황이다.

5. 결  론

본 총설에서는 알칼리 수전해의 기본 원리와 알칼리 

수전해 시스템의 구성, 알칼리 수전해용 격막의 개발동

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최근 수소에 대한 이슈가 높아

짐에 따라 수소의 생산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

고, 이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고, 친환경적으로 수

소를 생산하는 방법인 수전해는 미래의 수소생산에 있

어 매우 중요한 기술이다. 국내의 알칼리 수전해 장치

의 기술은 아직 부족하지만 지속적인 성능 향상을 위한 

소재 개발과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에 따라 많은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알칼리 수전해 

시스템용으로 사용되는 소재에 있어서 격막은 수전해

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개발되어야 하

며, 알칼리 수전해의 매우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따라서 

높은 이온전도도와 내구성 및 알칼리내성, 낮은 기체 

투과도를 가지는 격막의 개발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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