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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최근 태양광,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원 

및 수소를 이용한 발전용 연료전지 등의 보급이 

확 되면서 재생에너지원의 이용률 증가와 에너

지저장 관점에서의 전기화학적 수소생산(수전해) 

기술이 관심을 받고 있다[1-4]. 특히 재생전력의 

미이용 분을 용량(MW~TW) 및 장주기(일, 월, 

계절간)로 수소로 변환 및 저장하였다가 가스 또

는 전력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배터리를 

이용한 에너지저장 기술과는 차별점을 지닌다. 수

소는 연료전지 발전을 통해 전력 송배전망에 연결

할 수도 있고, 동시에 발생하는 열을 이용할 수도 

있다. 또한, 수소를 직접 천연가스 그리드망을 이

용하여 이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에너지 다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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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확장성을 장점으로 지닌다. 

수전해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100년 넘게 비료, 

가성소다(NaOH), 염소(Cl2) 등 무기화학산업의 

기초 원료를 생산하기 위해 상업적으로 적용되어

왔다[5]. 표적으로는 소금물 분해를 통한 가성소

다(NaOH) 및 염소(Cl2)를 생산하는 소금물 전기

분해(chloro-alkali) 공정이 있다. 소금물 전기분해

는 염화나트륨(NaCl)을 전해질로 사용하며 양극

에서는 염소, 음극에서는 수소를 발생한다. 현재 

상용 알칼라인 수전해(alkaline water electrolysis) 

장치는 소금물 전기분해 공정과 구성이 유사하지

만 사용되는 전극 및 분리막 소재와 작동 전압

(셀당 ~3.0 V vs. ~2.0 V)이 상 적으로 낮다는 

차이점이 있다. 참고로 국내에서도 현재 유통되는 

수소 중 소금물 전기분해를 통해 생산되는 양이 

2016년 22.6%로 67,500 m3/h이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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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논문에서는 현재 수전해 기술 중 가장 긴 역사를 갖는 저온형 알칼라인 수전해의 기본 원리와 사용되는

촉매, 전극, 분리막 등 핵심소재에 한 연구개발 동향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에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적 특성

을 보완하고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미이용 전력을 용량 및 장주기 수소로 저장하는 Power to Gas 프로젝트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부하변동 응형 수전해는 핵심 요구기술이다. 알칼라인 수전해는 고분자전해질 수전해

에 사용되는 귀금속 촉매 비 저렴한 니켈 또는 스테인리스강이 사용 가능하고 높은 수명(10~20년)을 갖는다는 장

점이 있다. 하지만, 고분자전해질 수전해 비 운전 전류밀도가 낮아(~0.4 A/cm2 vs. ~2.0 A/cm2) 장치의 부피가 커지

고, 느린 시작/정지 응답성, 고압(~350 bar) 및 차압 운전에 불리한 단점을 지니고 있다. 더 나아가 재생에너지 전력원

의 불규칙한 출력특성으로 기존 정격출력 운전모드로 개발된 알칼라인 수전해 장치에 예기치 못한 내구성 및 효율저

하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재생에너지 연계 부하변동 응형 수전해 스택 개발을 위한

스택 및 단위 소재별 요구 특성을 검토하고 관련된 소재의 연구개발 동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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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와 같이 소금물 전기분해와 같은 유사기술의 개

발 및 다양한 실증사업을 통해 안정성 및 가격경쟁

력이 검증되었고 기술적 성숙도가 높다. 알칼라인 

전해질 환경은 고분자전해질 수전해(polymer elec-

trolyte membrane water electrolysis)에 필요한 귀

금속 촉매가 아닌 가격경쟁력이 있는 니켈(Ni) 또

는 스테인리스강을 주요 소재로 사용하고 높은 시

스템 수명(10~20년)을 갖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고분자전해질 수전해 비 운전 전류밀도가 낮아

(~0.4 A/cm2 vs. ~2.0 A/cm2) 장치의 부피가 커지

고, 느린 시작/정지 응답성, 고압(~350 bar) 및 차

압 운전에 불리한 단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간헐

적이면서 불규칙한 출력특성을 갖는 재생에너지 

전력과 연계는 기존 정격출력 운전모드로 개발된 

알칼라인 수전해 장치에 예기치 못한 내구성 및 

효율저하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2. 알칼라인 수전해

2.1. 셀 전압 및 효율

알칼라인 수전해 반응은 직류전원을 전극에 인

가하여 양극에서는 산화반응을 통해 산소가 발생

하고, 음극에서는 환원반응을 통해 수소를 생성한

다. 이때 KOH 전해질을 통해 수산화이온(OH-)이 

전달되어 전체 회로가 완성되게 된다. 전극 사이

에는 다공성 분리막 또는 이온교환막을 위치하여 

수산화이온의 전달은 가능하되 생성된 산소와 수

소 가스의 섞임을 막아준다. 통상적으로 저온 알

칼라인 수전해 셀은 40~100 ℃에서 작동되며, 

KOH 전해질의 농도는 25~30%이다. 최저 운전 

온도는 전해질의 이온전도도, 최고 운전운도 범위

는 재료의 내부식성과 관련이 있다.

(+, Anode) 1/2O2 + H2O + 2e- = 2OH-

E0 = 0.40 V vs. SHE (1)

(-, Cathode) 2H2O + 2e- = H2 + 2OH-

E0 = -0.83 V vs. SHE (2)

수전해 셀전압(E)은 아래와 같은 수식으로 간단

하게 표현할 수 있다. 

 log (3)

식 (3)에서 Erev은 열역학적 가역전위(reversible 

potential, V), i는 전류밀도, Rn은 분리막(또는 이

온교환막), 지지체, 계면, 전극층, 확산층, 그 외 전

기적 연결부 내 저항(Ω), β는 Tafel 기울기, ieff는 

전기적 단락 및 가스 섞임에 의한 화학적 쇼트를 

제외한 전류밀도(A/cm2)를 의미한다. 

위 식에서 가역전위(Vrev)는 수전해 반응에 필요

한 최소한의 전위값(
 = 1.23 V, STP)을 뜻한

   

*출처: Gunter Schiller, DLR, EHEC (2018)., Int. J. Hydrogen Energy, 23, 849-982 (1998).

Figure 1. 독일-사우디아라비아 합작 태양광-수전해-연료전지 연계 HYSOLAR 프로젝트(1986~1995년) 실증단지 전경(좌)과 

개발된 10 kW 알칼라인 수전해 장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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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실제 수전해 엔지니어들은 전력효율을 

산정할 때 깁스에너지(∆)보다는 엔탈피(∆)

를 고려한 고위발열량(higher heating value, 

HHV) 값으로부터 유도된 thermal neutral 전위값

(
 )인 1.48 V (STP)을 사용한다. 저온 수전해 

셀은 주위에서 열을 인가하기 어려운 구조이므로 

물을 수증기 상으로 바꿔주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전기로 보충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상적

인 최소 인가요구 전위는 Erev보다는 ETN을 사용한

다. 또한, HHV 값을 이용하면 수전해 셀 내 제거

해줘야 하는 열량(Q)을 아래 식으로 손쉽게 계산

할 수 있다. 

   (4)

∆ ∆⋅∆ (5)


 


⋅


⋅
⋅

  (6)

특히 위 값은 고온 수증기분해전해(solid oxide 

steam electrolysis)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

는다. 고온 수증기분해 전해셀은 1.0 V 근처에서 

운전이 되기 때문에 이는 시스템 운전온도를 유지

해 주기 위해 추가적인 열을 지속적으로 시스템 

내 가해줘야 됨을 의미한다(Figure 1). 단, 생성된 

수소를 연료전지, 가스모터, 가스터빈 등을 이용해 

다시 발전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 시스템 효율은 

저위발열량(lower heating value, LHV)을 기준으

로 산정하게 된다[7].

가역전위()는 반응물과 생성물의 활동도 (a), 

운전온도(T), 압력(P) 등의 함수이며(Figure 2), 아

래 Nernst식 (7)으로 표현할 수 있다. 

 
 



⋅




(7)

위 식에서 R은 기체상수 8.314 J K-1 mol-1, ai는 

i종의 활동도, F는 패러데이상수 96,485 C mol-1, 

T는 온도(K)이다.

이때, 열역학적으로 압력변화에 따른 가역전위

의 증가는 미비하다. 다른 측면으로 보면 수소를 

압축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전기화학적 압축이 

기계적 압축 보다는 유리한 측면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실제 전류가 인가된 수전해 반응에서는 가역전

위()보다 높은 셀전위 값을 인가해줘야 하며 

식 (3)에서와 같이 분리막, 지지체, 계면, 전극층, 

확산층을 포함한 전기적, 화학적 저항 및 산소 및 

수소발생 전기화학반응에 필요한 과전압을 추가

적으로 인가해야 한다. 크게는 전극에서 수소 및 

산소발생반응 활성, 전극 표면 내 전해질 침투 및 

   

*출처: Electrochemical Energy Storage for Renewable Sources and Grid Balancing, Ch. 8 Hydrogen Production from Renewable Energies 
(2015).

Figure 2. 온도(좌) 및 압력(우)에 따른 H2O = H2 + 1/2O2 열역학적 반응 엔탈피와 깁스에너지 변화 및 가역전위값(101.325 k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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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기체 제거 등 물질전달, 분리막(또는 이온교

환막) 내 이온전달 저항, 분리판, 엔드플레이트, 집

전판, 전극 내 전기적 저항에 따른 요인으로 과전

압이 발생하게 된다. 

셀, 스택, 및 시스템의 효율은 HHV 또는 LHV

을 이용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전압효율 및 전류

효율의 곱으로 식 (8)과 같이 산정한다. 여기서 아

래 전압효율 식 (9)는 엔탈피를 고려한 HHV 기준

으로 ETN을 사용하였다.


 


⋅


(8)

 





 (9)

전류효율은 패러데이(faraday) 효율이라고도 부

르며 셀 내부반응, 리크(leakage), 또는 가스섞임 

등으로 소모되는 기생전류를 제외한 수소발생 전

기화학반응에 의한 전류비을 의미한다. 따라서 효

율을 산정할 때는 전해질 내 불순물의 농도, 수소

의 발생 유량 등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10)

위 식에서 는 수소 유량(mol s-1), n은 반응에 

참여한 전자의 수, F는 패러데이 상수(C mol-1), I

는 전류(A)이다.

2.2. 단위전지 및 스택 구성

알칼라인 수전해는 KOH 전해액을 사용하여 수

소를 제조하는 기술로 수소 및 산소발생 전극, 분

리막, 분리판, 전해액으로 구성된 스택이 핵심부품

이며, 이를 구동 및 제어하는 BOP (balance of 

plant)로 구성된다(Figure 3). 수전해 스택은 전기

를 공급받아 수소를 생산하는 핵심부품으로 전극, 

분리막, 기액 확산층, 분리판, 셀프레임 및 개스킷

으로 구성된 단위전지를 적층하여 체결판으로 압

착시켜 설계된 수소생산량까지 제작하게 된다. 전

극과 분리막으로 구성된 단일셀은 전기화학반응

에 의해 수소가 생산되는 부품이며 수전해 스택의 

성능을 결정하게 된다. 분리막은 전기적으로 절연

체로 수전해 작동 중에 수산화 이온을 전달하는 

매개체로 작용하며 산소와 수소를 물리적으로 분

리하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게 된다. 분리판은 

스택에서 각 단위셀을 분리하고 있는 전도성 박판

으로 인접한 두 셀의 사이에서 한 셀에는 양극, 다

른 셀에는 음극을 맞닿고 있어 전해질을 외곽의 

매니폴드를 통해 분배한다. 셀프레임은 전극과 기

액확산층 외곽에 체결되어 형성된 유로를 따라 단

위전지에 전해질을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한다.

알칼라인 수전해 스택 내 단일셀 구조는 통상 

전극과 분리막이 수 mm 간격으로 떨어져 있는 

gap 구조 형태로 사용되어 왔으나(Figure 4), 전극

과 분리막 사이 간격 내 이온저항을 줄이고, 면

적 전극 구현 시 생성기체에 따른 물질전달 저항 

증가를 줄이기 위해 전극과 분리막 사이 간격을 

없앤 샌드위치 형태의 zero-gap 구조로 발전되었

다. Zero-gap 구조에서는 메쉬, 폼, 타공판 등의 다

공성 구조체를 전극으로 사용하여 생성된 기체가 전

극 바깥쪽으로 배출될 수 있게 설계한다. Zero-gap 

구조는 1970년 중반 Lurgi electrolyzer[8,9]에 처

음 도입되었으며, 셀 두께는 10~50 mm 최  단

일셀 면적은 4 m2이다. 셀 면적 형화에는 생성

기체 배출 정도에 따라 확장성이 결정된다. 이때 

상압운전 보다는 가압운전이 생성되는 기체의 크

기를 줄여주기 때문에 물질전달 저항을 낮추기가 

용이하다. 

분리막 소재는 80 ℃가 넘는 강염기(30% KOH) 

환경에서 내구성을 지녀야 하며 양 전극에서 발생

하는 수소와 산소 기체가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해 

기체 투과도가 낮아야 한다. 동시에 높은 이온전

도성이 요구된다. 과거에는 내구성이 높은 석면이 

주로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세라믹 입자를 고분

자 바인더와 함께 분산시킨 다공성 복합체, 유리섬

유로 강화한 폴리페닐렌 설파이드(polyphenylene 

sulfide, PPS), 산화니켈층을 소결한 니켈 다공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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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트릭스 등이 사용된다[10-12]. 상용제품으로는 

Agfa (벨기에)의 Zirfon®이 있다. Zirfon®은 PPS 지

지체 위에 ZrO2 나노입자를 폴리설폰(polysulfone, 

PS) 고분자와 함께 분산시킨 슬러리를 캐스팅한 

강화 복합분리막이다. 

전극 소재는 Ni, Fe, Co, Mo 등과 같은 전이금

속이 주로 사용되며 스테인리스강 다공체(타공판, 

메쉬, 익스펜디드 메탈 메쉬 등) 위에 코팅하여 사

용된다[13]. 표적인 수소발생 전극으로는 Raney 

Ni이 있으며 높은 전극활성을 보인다. Raney Ni전

*출처: ACS Sustainable Chem. Eng., 6, 4829-4837 (2018).

Figure 3. 알칼라인 수전해 시스템 구성도.

   

*출처: Svein Sunde, NTNU, Trondheim, Halder Topse Catalysis Forum (2006).
Electrochemical Energy Storage for Renewable Sources and Grid Balancing, Ch. 8 Hydrogen Production from Renewable Energies 
(2015).

Figure 4. 알칼라인 수전해 Gap (좌) Zero-gap (우)형 셀 구조 1) 양극, 2) 음극, 3) 분리막, 4) 전극, 5) 셀프레임, 6) DC 

전력부, 7) 엔드플레이트, 8) 기액분리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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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14]은 핫프레스 또는 압연과 소결과정을 통해 

Ni-Al 합금을 형성하고, NaOH 또는 KOH 등 강

염기 내 Al의 화학적 리칭(leaching)을 통해 높은 비

표면적을 갖는 활성화 과정을 거친다. 내구성을 높

이기 위해 Raney Ni전극에는 Mo과 Co 등이 첨가

되기도 한다[8]. 위와 유사하게는 Ni-Zn, Ni-Zn-Co, 

Ni-Zn-Fe 등의 합금이 전기화학 도금 또는 플라즈

마 스프레이법 등으로 스테인리스강 기재에 코팅

한 후 강염기 내 Zn리칭으로 제조된다[10,15]. 페

로브스카이트 또는 스피넬 구조를 갖는 Ni-Co 혼

합 산화물(LaNiO3, NiCO2O4, Co3O4) 등도 산소발

생 전극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위 소재

들의 높은 효율에도 불구하고 상용으로는 아직까

지 Raney Ni전극이 주로 사용된다.

분리판은 두께 1~3 mm 스테인리스강 또는 Ni

이 주로 사용되며 표면산화 부식에 따른 코팅 또

는 플라즈마 처리와 같은 표면개질 후처리를 하기

도 한다. 셀프레임은 폴리설폰(PS), 폴리에테르설

폰(PESU), 폴리페닐설폰(PPSU), 폴리페닐렌설파

이드(PPS) 등 강염기 내 화학적 안정성을 갖는 고

분자 수지를 압축성형 또는 사출성형 공정에서 바

로 유로형성이 가능한 일체형 몰딩공정을 이용하

여 생산한다.

2.3. 부하변동 운전에 따른 이슈

알칼라인 수전해 장치를 재생에너지와 연계하

여 에너지 저장장치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가격 및 

효율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동적운전에 한 응답

   

*출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DLR (독일).

Figure 5. 알칼라인 수전해 Zero-gap형 셀 구조(좌), 3,000 cm2 가압 알칼라인수전해 전극(우).

*출처: DLR (독일).

Figure 6. 플라즈마 스프레이법으로 제조된 Raney NiAlMo 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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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넓은 부하 운전범위, 시동/정지 기동성, 시동/

정지 반복운전 내구성, 최 출력 도달시간, 시동 

응답성 등에 한 항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U

에서는 위 각 기술적 항목별 목표를 위 Table 1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16,17].

알칼라인 수전해를 통해 생성되는 수소의 순도

는 약 99.8~99.9%이고 다단 정제기 연결에 따라 

99.999% (5.0)의 순도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부

하변동 운전을 하게 되면 수소의 순도는 변하게 

된다. 수전해 장치를 정격 운전전류밀도 보다 낮

은 부하로 운전을 하게 되면 분리막을 통해 이동

하는 수소와 산소의 양 비 생산되는 수소의 양

이 줄어 순도가 떨어지게 된다. 또한 산소 내 수소

기체의 농도가 4% 이상 폭발한계점에 도달할 위

험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약 전류밀도 기준 

20% 부하 이상으로 운전범위가 제한된다. 다양한 

출력범위 운전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높은 

이온전도도와 분리막을 통한 가스 이동을 줄일 수 

있는 분리막 개발이 핵심 요구기술이다. 

Figure 7에서와 같이 알칼라인 수전해 시스템의 

2017 2020 2023

Energy consumption
(kWh/kg) @ rated power

KPI1 55@500 kg/day 52@1,000+ kg/day 50@1,000+ kg/day

CAPEX @ rated power including
ancillary equipment
and commissioning

KPI2 €3.7 M/ton/day €2.0 M/ton/day €1.5 M/ton/day

Efficiency degradation @
rated power considering

8,000 h operation per year
KPI3 2.0%/yr 1.5%/yr <1.0%/yr

Flexibility with a degradation
< 2% year (refer to KPI 3)

KPI4
5~150% 

nominal power
0~200% 

nominal power
0~300% 

nominal power

Hot start from min to max
power (refer to KPI 4) 

KPI5 10 s 2 s < 1 s

Cold start KPI6 2 min 30 s 10 s

*출처: Multi-annual work plan 2014-2020, FCH 2 JU (2018).

Table 1. FCH-JU 부하변동 대응형 수전해 시스템 개발을 위한 기술적 로드맵

   

*출처: Multi-annual work plan 2014-2020, FCH 2 JU (2018).,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Figure 7. 알칼라인 수전해 시스템 단위부품별 가격(좌), 운전전류밀도에 따른 스택 가격 예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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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은 약 $1,000~2,000/kW이며 핵심부품인 스

택의 가격비중이 50%이다. 스택이 고효율화 되면

서 스택 내 전극의 가격비중이 50%로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스택 가격은 운전전류밀

도(수소생산밀도) 조건에 따라서 지수적으로 감소

하는 것으로 예측된다. Figure 7 (우)에서는 2,800 

cm2 셀 면적을 갖는 500 kW급 알칼라인 수전해 

스택의 가격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개발 소재 

성능 기준으로 단위 면적당 가격을 가정하여 추산

하였다. EU의 2020년 가격 목표인 약 $200/kW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상용 스택의 운전전류밀

도인 0.2 A/cm2 ~0.8 A/cm2 수준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전력 소비효율을 높게 

유지하면서도 보다 고전류밀도에서 운전할 수 있

는 고효율 전극 및 셀 개발이 또 다른 핵심 요구기

술이며, 더 나아가 반복 시동/정지 운전 시 전극열

화로 인한 내구성(10~20년) 확보도 필요하다.

3. 알칼라인 수전해 촉매 및 분리막 소재

3.1. 수소발생반응(hydrogen evolution reaction, 

HER) 촉매

알칼리 환경에서의 수소발생반응 메커니즘은 아

래와 같이 Volmer-Tafel 또는 Volmer-Heyrovsky 

경로로 진행된다[18]. Figure 8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귀금속이 좋은 HER 촉매로 알려져 있지만 

산성 환경에서와는 달리 Ni, Fe, Co 등과 같이 상

적으로 가격이 싼 전이금속이 수소발생 촉매로

서의 높은 효율을 보이기 때문에 주로 사용된다. 

금속과 H의 결합력에 따른 수소발생반응 척도를 

보여주는 volcano plot에서도 Pt, Ir, Rh, Ni, Fe, 

Co 등이 수소발생반응에 한 높은 반응성을 보임

을 알 수 있다[19]. 전이금속 내에서는 Mn < Fe < 

Co < Ni 순으로 반응성을 갖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20]. 최근 연구동향으로는 니켈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1) 나노구조 Ni(OH)2 도핑 Pt촉매 2) Ni-Mo 

3) C, O, N, P, S와 같은 비금속 원소 도핑 Ni촉매 

4) Ni-MOF촉매 등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21].

 
 

 

  

  
 

높은 효율을 보이는 Pt촉매의 경우 가격적인 문

제를 구조적 제어를 통해 비표면적을 높여 로딩량

을 줄이는 방향으로 많은 연구개발이 이뤄지고 있

다. 3D 다공성 Ni구조체 위에 수 나노크기의 Pt를 

올려 Pt/C와 유사한 수소발생반응 성능을 확인하

였고, 코어쉘 구조의 Pt 내 Ni과 Co를 제거하는 

구조제어를 통해 Hexapod 형태의 Pt촉매도 좋은 

수소발생반응 성능을 보고하였다. Ni은 Volmer반

응에서 OH-의 탈착에 불리하지만 Ni의 산화물 또

   

*출처: J. Am. Chem. Soc. 137, 13, 4347-4357 (2015)., ACS Catal. 7, 7196-7225 (2017).

Figure 8. 알칼리에서의 수소 및 산소 발생반응에 대한 과전압(@10 mA/cm2) (좌)과 Volcano plot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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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수산화물은 탈착반응에 유리하기 때문에 나노 

크기의 octahedral Ni(OH)2를 전기화학적으로 Pt 

또는 Pt/C에 도핑하는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Pt/C 

촉매 비 mass activity가 4.6배 향상됨을 보고하

였다. 이때 모노레이어 형태의 Ni(OH)2를 연속적

으로 Pt/C 위에 올릴 경우 Volmer 반응을 촉진시

켜 전체적 수소발생 반응의 효율이 좋아지지만 어

느 이상에서는 Pt 촉매의 활성점을 차단하여 반응

성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최적의 양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Ni(OH)2와 마찬가지로 NiS 또한 

Volmer 반응을 촉진시키는 촉매로 사용될 수 있

고 Pt3Ni는 Pt (111)과 매우 유사한 표면 자유에너

지 계산값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Pt3Ni/NiS 

촉매를 합성하여 Pt/C 비 9.7배의 수소발생 효

율이 향상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0-25]. 

Mo과 Ni의 합금 역시 수소발생반응 시 효율 및 

내구성향상에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Volcano plot 내 Pt의 양쪽으로 위치한 

Ni과 Mo의 수소 흡착에너지 정도를 비교해 보면 

략 유추해볼 수 있다. Mo를 이용한 연구로는 

3D 나노구조체를 갖는 NiMo/Cu 폼, NiMoNx 나

노쉬트, MoSx/Ni 폼, Ni/Mo2C 나노라드, NiMo 나

노파우더 등이 연구되었다. 수소흡착 에너지가 큰 

Ni과 상 적으로 약한 흡착에너지를 갖는 Mo의 

시너지 효과로 보다 Mo는 +전하, Ni은 -전하를 띄

게 되어 Mo에 의해 Had의 탈착이 용이한 구조를 

갖는 것으로 분석된다. 페르미 레벨에서 Ni-Mo의 

간격이 줄어들면서 약해진 수소흡착에너지 때문

에 Had의 재결합 반응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하지만 Mo 기반 재료는 전기적 전도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그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기전도성을 높여주는 NiSe2 등을 추가한 

MoS2(1-x)Se2x/NiSe2가 연구되었다[26-28]. 한편, 비

금속 원소인 P, N 또는 S 등을 도핑하여 

Heyrovsky 반응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연구도 많

이 수행되었다. Ni2P, NiS, NiFeS, MoxC-Ni, 

Ni-C-N 나노시트, NiC, Ni3N 등이 수소발생반응

에 있어 Pt촉매와 비슷한 Tafel slope을 갖는 것으

로 보고되었다[21,29]. 

최근에는 금속유기골격체(Metal Organic Frame-

work, MOF)를 이용한 나노 금속촉매가 수소발생

반응에 사용되는 경우 또한 보고되고 있다. Mo기

반 유기골격체를 할로우 구조의 Ni 내 담지한 촉

매라든지, 할로우 구조의 Mo 카바이드 내 나노 니

켈입자를 C 또는 N 등과 함께 코팅하여 나노 니

켈 입자의 분산 안정성을 확보를 통해 내구성을 

증진시킨 다공성 촉매가 보고되었다. 기공 구조제

어를 통해 전하의 전달 및 전기적 전도성을 확보

하고 수소발생반응에 촉매 효율을 높였다. 나노입

자 Ni2P/Ni-BTC MOF, MOF를 적용하여 제조한 

나노 Ni2P를 CdS 나노크리스탈과 반응하여 제조

한 복합 Ni2P/CdS 촉매 등 Ni기반 MOF를 전구체 

또는 템플레이트로 사용하여 원하는 Ni, P, S, Mo 

등 수소발생반응에 유리한 원소의 함량 및 구조제

어를 가능하게 하여 높은 비표면적을 갖는 나노구

조체 촉매를 개발하였다[30]. 

3.2. 산소발생반응(oxygen evolution reaction, 

OER) 촉매

산소발생반응(OER)은 HER 비 복잡한 반응 

메커니즘을 갖고 반응속도 또한 느린 것으로 알려

져 있다. 4개의 OH-를 통해 4전자 반응을 거쳐 O2

를 발생하기 때문에 상당히 큰 과전압이 걸리게 

된다. 따라서 알칼라인 수전해 셀 내에서도 OER

반응에 낮은 과전압을 갖는 촉매를 적용하는 것이 

셀 및 스택 효율을 높이는 데 주요인이 된다[31]. 

OER반응에서도 Ir, Ru, IrO2와 같은 귀금속 촉매

가 반응효율이 좋지만 상 적으로 값싸고 풍부한 

전이계열 금속 Fe, Ni, Mn, Co 등을 OER촉매로 

사용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왔다. 구체적으로

는 Ni기반 OER 촉매의 경우 1) Layered double 

hydroxides (LDH) 2) NiOx, Ni(OH)2 3) Ni-S, 

Ni-Se, Ni-P촉매 등이 활발히 연구되었다[21]. 

Ni-Fe (Co) LDH는 뛰어난 OER반응 촉매이다. 

LDH는 +전하를 갖는 판상 사이에 유무기 음이온

이 위치하여 중립적 전하를 갖는 구조체를 일컫는

다. [M2+
1-xM

3+
x(OH)2]

x+ [An-
 x/n]

 x-
 zH2O 구조 내 

M은 금속, A는 음이온을 의미한다. 열린 판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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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를 갖기 때문에 물질전달 및 이온전도가 용이하

여 OER반응에 유리하다. 일례로 NixFey-LDH는 

우레아(urea)를 포함한 알칼리 용액에서 수열합성

법(hydrothermal method)을 통해 용액의 pH를 변

화시키면서 Ni(OH)2와 Fe(OH)3의 순차적 침전을 

유도하고 Ni2+를 Fe3+으로 치환하면서 생성된 +전

   

*출처: Chem. Mater. 27, 7549-7558 (2015). 

Figure 9. Oxyhydroxide 촉매의 OER성능 비교(좌), 과전압 350 & 450 mV일 때 OER반응성(우).

   

*출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Figure 10. NiFe-LDH 촉매의 OER성능 비교.

*출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Figure 11. NiFe-LDH/Ni foam 양극, NiZn음극이 적용된 수전해 단일셀 IV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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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를 갖는 판상 사이에 우레아 분해시 생성된 카

보네이트(CO3
2-) 음이온이 위치하여 LDH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NixFey-LDH의 경우 Fe의 몰비율

이 0.15~0.55일 때 최적의 OER성능을 나타냄을 

보였다. 다른 연구들에서는 Fe가 Ni 비 뛰어난 

OER반응성을 갖지만 FeOxHy의 낮은 전기적 전도

성 때문에 보다 높은 전기전도성을 갖는 NiOOH, 

Ni(OH)2와 적절한 보상을 통해 전체 OER 효율을 

높인다고 보고된다. 이 외에도 Li+, Ca2+, Zn2+, 

Co2+, Cu2+, Co3+, Al3+, Cr3+ 등도 LDH구조체 합

성에 사용되며 OER에는 Ni2+, Fe3+, Co3+ 등이 주

로 연구되었다[32,33]. 

LDH는 전기전도성이 낮은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비표면적과 전기전도성이 높

은 다공성 지지체(탄소, 금속) 위에 코팅하여 실제 

전극으로 사용한다. Figure 11은 한국에너지기술

연구원에서 설계된 lab-scale 알칼라인 수전해 단

일셀을 적용한 IV평가 결과이며 양극에는 Ni폼 

위에 코팅된 NiFe-LDH (5 µm), 음극에는 전기화

학도금법으로 제조된 수직배향 기공을 갖는 

Ni0.9Zn0.1을 사용하여 0.6 A/cm2 전류밀도에서도 

80% (HHV) 이상의 상당히 높은 효율을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더 나아가 시작/정지 반복 및 

운전범위 확  동적운전(0.4 ± 0.3 A/cm2)을 통한 

내구성 평가에서도 Figure 12에서와 같이 100 h 넘

게 셀 성능이 잘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NiOx와 Ni(OH)2는 배터리 및 수퍼캐패시터 등

에서 많이 사용된 전극소재이지만, 최근 OER에 높

은 효율을 보임이 밝혀져서 나노구조의 기공도 및 

크기, 형상, 표면 마이크로 구조 등을 제어하여 OER

효율을 높이려는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예로는 

수열합성법을 이용한 NiO나노입자, 카본천 위에 

NiO 나노시트를 담지한 3D전극, NiOx 필름 위에 Ce 

또는 Au 등을 얇게 도핑하여 반응성을 높인 전극 등

이 있다. NiCeOx/Au, NiO/NiFe2O4, rGO/CoNiOx, 

MWCNTs+Ni(OH)2 전극 등은 10 mA/cm2에서 300 

mV 수준의 과전압을 보였다[34,35].

Ni-S, Ni-Se, Ni-P촉매 등도 HER에서와 마찬가

*출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Figure 12. 시작/정지 반복 및 동적운전에 셀 성능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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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 OER에도 높은 효율을 갖는 촉매로 주목받고 

있다. Ni3S2, Ni-CoS2, NiS 나노시트, 3D-NiSx, 등이 

Ni폼, 카본천, 스테인리스강 메쉬의 지지체 위에 코

팅되어 OER전극으로 적용되었다. 이때 1 M KOH 

기준 10~100 mA cm-2에서 OER과전압은 200~250 

mV이었다. Se을 적용한 Ni3Se2, NiSe@NiOOH 코

어쉘/Ni 폼, NixFeySe2/카본천 등도 1 M KOH, 

10~35 mA cm-2에서 ~250 mV 과전압을 보였고, 

NiP 나노시트, 메조 기공을 갖는 CoNiP, NiCoP/C, 

Fe-NiP/Ni폼, Fe,Co 도핑 NiP/나노튜브 등도 1 M 

KOH 10 mA cm-2에서 200~ 300 mV 과전압과 50 

mV/decade의 Tafel 기울기를 보였다[36-38]. 위 

촉매들은 기존 Raney Ni촉매 비 효율이 높고 

(과전압이 낮음) 사용되는 로딩량도 ~1/100배 수

준으로 적기 때문에 시스템에 적용될 가능성이 매

우 높다. 하지만 실제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해서

는 내구성(수명) 향상 및 촉매 량생산 관련 엔지

니어링 관점에서의 노력이 요구된다.

3.3. 분리막 소재

분리막 소재는 80 ℃가 넘는 강염기(30% KOH) 

환경에서 내구성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세라믹 입

자를 고분자 바인더와 함께 분산시킨 다공성 복합

체가 주로 사용된다. 유일한 상용제품인 AGFA 

(벨기에)의 Zirfon®은 PPS 고분자 매트릭스 지지

체 위에 ZrO2 나노입자를 폴리설폰(PS) 고분자 바

인더와 함께 NMP 용매에 분산시킨 슬러리를 캐

스팅한 강화 복합분리막이다. 친수성을 갖는 ZrO2 

나노입자를 통해 전해질 내 OH-의 이온전도성을 

확보하고, PS고분자 바인더 및 PPS매트릭스를 통

해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Zirfon® PERL 

UTP 500 분리막의 두께는 500 ± 50 µm이며 기공

도는 50 ± 20%, 기공크기는 0.15 ± 0.05 µm bub-

ble point pressure는 3 ± 1 bar, 막저항은 30 ℃, 

30% KOH용액 내에서 < 0.3 Ω⋅cm2이다[39]. 이 

때 bubble point pressure는 분리막을 통해 기체가 

투과할 수 있는 셀 내 양극과 음극의 최소 차압이

기 때문에 막의 가스투과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

표이다. 산소 내 수소농도를 폭발하한인 4% 이하

로 조절하기 위해서는 운전 전류밀도와 상관없이 

최소 2 bar 이상이 분리막 물성으로 요구된다. 

Zirfon® PERL UTP 500 분리막은 ZrO2 나노입

자를 적용해 PPS 섬유막 비 전해질에 젖음성 

(wettability)을 수분(min)에서 수초(s)에 가능하도

록 설계되었으며 막 두께를 50% 줄여(900 → 460 

µm) 이온 막저항을 50% 이하로 줄였고, 두께는 

얇지만 기공크기를 100배 이하로 줄여(20 → 0.15 

µm) bubble point pressure도 20배 이상 높여 기체

투과도를 낮췄다. 

다공성 분리막에서의 전해질 내 용해된 기체의 

   

*출처: AGFA,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Figure 13. AGFA Zirfon PERL UTP 500 강화복합분리막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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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은 확산(diffusion)과 투과(permeation)에 의해 

이뤄지며 수소기체의 막을 통과하여 이동하는 플

럭스(flux) 중 농도구배에 의한 확산은 Fick’s law

와 Henry’s law, 셀 내 차압에 의한 투과는 Darcy’s 

law로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11)

   (12)

위 식에서 


는 확산에 의한 분리막을 통과

하는 수소의 플럭스, 는 수소 용해도, ∆는 

수소분압의 셀 내 차이, 는 헨리의 법칙을 가

정한 전해질 내 수소농도, 는 수소 확산계수, 

는 분리막 두께이다. 












∆
(13)

위 식에서 


는 차압에 의해 분리막을 통과

하는 수소의 플럭스, 는 수소 용해도, K는 전해

질 투과도, 는 전해질 점도, ∆는 셀 내 차압, 

는 분리막 두께이다. 

또한 확산과 차압에 의한 투과 이 외에도 셀 내 

인가된 전기장에 의한 이동(migration)도 고려할 

수 있지만 확산과 차압에 의한 양에 비해 미비하

다. 확산계수 값들은 수소펌프 실험을 통해 일반

적으로 구할 수 있다. 한 극에는 수소를 흘려주고 

다른 극에는 질소를 흘려주면서 전기화학반응에 

의해 측정된 전류밀도로부터 아래와 같이 수소플

럭스를 환산할 수 있다. 







(14)












≈∆ (15)

확산과 차압에 의한 플럭스 비를 80 ℃, 30% 

KOH, Zirfon® 분리막 조건을 감안하여 위 식들로

부터 계산하면 략 식 (15)와 같이 얻을 수 있다

[40]. 알칼라인 수전해 장치가 셀 내 1% 이내의 

차압 조건으로 운전된다고 가정하면 상압(1 bar)

운전에서 차압은 약 0.01 bar가 최 임을 알 수 있

다. 다만 30 bar로 운전하게 되면 차압은 0.3 bar가 

되고 확산보다 차압에 의한 수소플럭스가 30배 커

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상압 운전 비 30 bar 운

전은 분리막을 통해 이동하는 수소플럭스 총 양이 

900배 이상으로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알칼라인 

수전해 장치의 가압 운전에서는 셀 내 차압 조절

이 보다 더 중요한 이슈가 된다[40,41].

분리막은 위에서 언급한 기체투과도를 낮추기 

위해 보다 더 작은 기공과 좁은 기공 크기분포를 

가져야 하며 동시에 전해질 이동 이온저항을 낮춰

야 하는 상반된 요구가 존재한다. 한국에너지기술

연구원에서는 나노입자의 ZrOx를 보다 작은 수십 

나노(nm)에서 수 나노크기로 줄이면서도 구조를 

라드(Rod), 시트(Sheet), 벨트(belt) 형태로 만들어 

기체투과도를 낮추려는 연구가 진행 중이다. 더 

나아가 나노입자의 엉킴현상(agglomeration)을 줄

여 제막하고자 하는 슬러리 내 입자 분산도 향상

을 통해 상용 Zirfon® 분리막 비 두께를 줄이면

서도(460 → 200 µm) 이온저항과 기체투과도를 

낮추고자 한다. 최근 간단한 수학 모델을 통해 예

측한 결과에서도 분리막 두께 변화에 따라 ohmic 

저항을 줄여 고전류밀도에서 알칼라인 수전해 효

율을 높일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41]. 가압 및 

차압 운전에 유리한 음이온교환막의 경우 단기 IV

성능면에서는 아래 Figure 14에서와 같이 좋은 결

과가 보고되고 있으나 장기 내구성 측면에서 극복

해야 될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

히 30% KOH 강염기 보다는 낮은 농도의 1 M 

KOH 또는 증류수를 이용한 고분자전해질 알칼라

인 연료전지 및 수전해 기술개발 관련하여 아래 

Figure 15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탄화수소계 폴

리 이미다졸, 키톤, 및 아릴린계 고분자를 이용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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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약 및 맺음말

본 논문에서는 저온형 알칼라인 수전해의 기본 

원리와 사용되는 촉매, 전극, 분리막 등 핵심소재

에 한 연구개발 동향에 해 살펴보았다. 최근 

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하여 배터리 저장으로 해

결할 수 없는 부분인 용량, 장주기 에너지 저장

장치 개발의 요구에 수소가 하나의 에너지 캐리어

로 주목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연계 부

하변동 응형 수전해는 핵심 요구기술이다. 통상 

수전해 장치는 정전류 운전에 맞춰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부하변동 운전 관련하여 동적 기동성, 응

   

*출처: Asif Ansar,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lectrolysis (2017).

Figure 14. 알칼라인 수전해 내 다양한 두께를 갖는 분리막에 따른 IV 성능변화 모델(좌), 실험(우).

*출처: The Electrochemical Society, Interface Spring (2017).

Figure 15. 탄화수소 음이온교환막 개발에 고려되는 (a) backbone과 (b) 관능기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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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성, 효율 및 내구성 향상에 관한 소재 및 시스템 

설계 기술개발이 요구된다. 일례로 스택가격을 

$200/kW 이하로 낮추기 위해서는 현재 보다 높은 

80% 이상의 효율을 유지하면서도 3배 이상의 전

류밀도에서 운전이 가능하여야 하며, 시작/정지 

반복 운전에 한 10년 이상의 내구성을 확보해야 

한다. 더 나아가 동적 운전범위를 전류밀도 기준 

0~300% 범위로 확장할 수 있는 셀 및 스택 개발

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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