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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칼리 전해액의 상호작용에 의한 Stainless Steel
주성분의 변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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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studied the change of surface and variation of elements on both electrodes of
hydrogen generator of alkaline electrolysis in use of FE-SEM and SIMS. We used the stainless steel 316(600 μ
m) as electrode in condition of 25%KOH, 60℃ Temperature. The results show that the intensity of elements
1
3
(C, Si, P, S, Ti, Cr, Mn, Fe, Ni, Mo) of Positive Electrode are decreased as much as about 10 ∼10 than the
original electrode. Thickness of Positive Electrode is decreased about 40 μm after chemical reaction. The
negative electrode, however, shows a slight variation in the intensity of elements (C, Si, P, Fe, Ni, Mn, Mo)
but Change of thickness and surface' shape of electrode show nothing after chemical reaction. The change in
thickness and variation of Stainless Steel 316 cause the lifetime of electrode to be shorted. We also observed
hydrogen, oxygen, potassium in both electrodes. Especially, The potassium is increased in proportional with
depth of positive electrode. this means the concentration of alkali solutions is changed. and so we have to
supply alkaline solution to generator in order to produce same quantity of hydrogen gas continuously. we hope
that this study gives a foundation to develop the electrode for hydrogen generator of alkaline electrolysis.
Keywords: Hydrogen generator, Alkaline electrolysis, Stainless steel, KOH, Intensity of elements

1. 서 론

한정된 화석 에너지의 과다 사용으로 지하자원은

a. Corresponding author; shinhk@postech.ac.kr

고갈되어 가고 있으며 무분별한 사용은 지구 온난화
의 문제가 야기되는 등 인류의 안전에 위협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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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어가고 있다. 이런 문제로 최근에는 친환경 신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재생에너지의 개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수소를 연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연소로 인한 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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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의 NOx을 제외하고는 공해물질이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화석에너지가 갖고 있는 환경오염 문제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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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에 더 저항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9].
본 연구의 목적은 금속 전극과 알칼리 전해액의 상

결 할 수 있어서 대체 에너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호작용에 의한 부식 현상을 정량적 및 정성적 분석을

[3]. 그러나 수소에너지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실용화
가 더딘 이유는 수소제조 기술이 뒷받침을 못해주기

통해서 수소제조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부식 저항이
높은 전극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때문이다. 그래서 수소제조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전

현재 상업용 알칼리 수전해 수소제조 장치에서 사용

극, 전해질, 이온격막, gas distributor 등의 개발이 이
뤄지고 있다.

되는 전극을 구입하여 금속 주성분이 알칼리 전해액
상호 작용으로 인한 금속의 형상 및 구성 성분의 세

물의

전기분해

방법에는

알칼리

용액

(NaOH,

기를 분석하였다.

KOH)을
이용하는
알칼리
수전해법
(alkaline
electrolysis)과 고체고분자전해질을 이용하는 고분자
전해법 (polymer electrolyte membrane electrolysis)

2. 실험 방법

그리로 고온 수증기를 이용한 물 전기분해 (high
temperature electrolysis)로 분류된다 [6]. 본 연구에

현재, 개발되고 있거나 실용화되어 있는 대표적인

서는 알칼리 수용액인 KOH 전해액을 사용하여 수소

물의 전기분해 방법으로는 알칼리 수전해, 고온·고압

를 제조하였다. 알칼리 전해액을 이용한 전기분해를
하면 전극의 상호작용에 의한 산화작용으로 부식현상

알칼리 수전해, 고분자 전해질 막 수전해 및 고온 수
증기 수전해의 4가지로 세분화할 수 있으며 있으며

이 발생한다. 이런 부식현상은 전극의 수명 감소와

본 논문은 알칼리 수전해법을 이용하여 수소가스를

수소제조효율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 이러한 현
상을 극복하기 위한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며

제조하였다.
알칼리 수전해법은 음극과 양극을 배치하여 직류에

1997년에 발표된 연구에 의하면 비정질 금속은 결정

의해 20%NaOH 또는 30%KOH 수용액을 전기분해하

형 금속보다 기계적, 화학적, 자기적 성질 등과 같은
특징이 높은 부식저항을 갖는다 [1]고 했으며 또한

여 음극에서 수소, 양극에서 산소를 발생시키며 일반
적인 발생 원리는 아래 식과 같다 [1].

전극의 부분적인 표면 필름을 통해서 부식제어가 가
능한 보고도 있었다 [2]. 2006년에 발표된 논문에서
고온에서 양극물질은 Ni/YSZ cermet과 음극에서는

음극 : 2H2O + 2e- → 2OH- + H2↑
양극 : 2OH- → H2O + 2e- + ½O2

표면의 산소제거 기술을 소개하였다 [4]. 2007년에 발
표된 R. H. Castellanos의 논문에서는 여러 종류의
Stainless Steel 전극과 알칼리 용액과의 상호작용을

음극에서 수소가 발생됨과 동시에 전해액이 소비되
고 있어서 음극에 전해액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

연구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Stainless Steel 316 제품

본 실험은 상업용 알칼리 수전해 수소제조 장치의

은 높은 Nikel 함유량 때문에 알칼리 수용액에서 음
극 (cathodic electrode)의 재질로 적합하다 [5]고 했

전극을 이용했으며 두께와 지름이 600 μm, 350 mm의
stainless steel 316 원판을 양극과 음극으로 사용하였

으며 2009년에 발표된 H.Z. Wang의 연구에서는 알루

으며 2.4 V ∼ 2.5 V 사이의 전압과 전류밀도 0.2

미늄의 높은 활동성 때문에 알루미늄이나 이러한 합
금은 수소제조에 유용하다고 보고하였다 [7]. 2011년

A/cm2의 조건에서 25%KOH의 전해액과 반응을 시켜
수소를 제조하였다. 또한 알칼리 전해액 농도을 유지

에 발표된 Dongke Zhang 논문에서는 Nikel 금속은

하기 위해서 알칼리 전해액을 주기적으로 공급해주었

안정성과 활동성 때문에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나
높은 수소 농도 때문에 Nikel 금속 표면에서 수소화

다. 알칼리 전해액과 반응시켜서 stainless steel의 주
요 성분 및 형상 변화를 관찰하였으며 또한, 알칼리

물생성 (hydrid phase formation)으로 비활동성으로

수용액의 주성분의 침투 효과를 관찰하기 위해 K, O,

변화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8]. 그러나 금속과
알칼리 전해액의 상호작용에 의한 부작용은 언급하지

H 원소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가스 생성을 극대화하
기 위해 약 60℃ 온도를 유지하였다. 극판의 형상과

않았다. 2012년에 발표된 보고에 의하면 알칼리 용액

조성 변화를 측정하기위해 JEOL의 FE-SEM (field

이 수소 배관으로 사용되는 사용제품 STS316L과
STS304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으며 STS316L이 부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y)와 EAG의
SIMS (secondary ion mass spectroscope)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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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nalysis condition of SIMS.
Elements
Source
Impact Energy
Current
Raster Size
Analysis Area

K, Ti, Cr, Mn,

H, C, O, Si,

Fe, Ni, Cu, Mo
P, S
O2+
Cs+
7.5 KeV
15 keV
200 nA
50 nA
200 μm × 200 μm
60 μm(Φ)

표 1은 stainless steel의 주요 성분을 측정하기 위
한 SIMS의 측정 조건이다.

3. 결과 및 고찰
그림 1은 전극으로 사용한 stainless steel 316에 알
칼리 전해액과 반응시켰을 때의 양극과 음극의 상면
과 단면의 형상 변화를 보여주는 FE-SEM 이미지이
다. 음극의 상면과 단면은 알칼리 전해액의 상호 작
용에 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그림 1의 오른쪽
사진의 밝은 윗부분과 아래의 거친 표면은 시편 제작
을 위한 압축 절단기에 의한 절단면이다.

Fig. 2. EDX graphs after electrolysis.

대부분의 스테인리스 (stainless steel) 재료에 응력
부식 분해 (stress corrosion cracking)나 전면 부식을
야기시키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120℃ 이상의
고온이 되면 강알칼리성인 전해액의 부식 작용이 강
해져 쉽게 부식된다고 보고되고 있다 [1]. 이런 산화
반응의 결과로 두께의 감소를 보였으며 본 실험에서
는 약 40 μm의 감소를 보였고 양극에서 산화 반응에
의한 부식 작용은 위치마다 다른 형상을 보여줬다.
이런 현상은 위치마다 다른 비율의 금속 주성분의 조
합 때문에 부식 속도의 차이로 생각된다.
그림 2는 부식현상 차이를 보이는 두 지점에 대한
EDX 측정 그래프이다. Stainless steel의 spectrum 1
지역에서는 C, O, K, Cu가 검출되었지만 spectrum 2
에서는 C, O, k, Cr, Fe, Ni 등이 검출되었다. 이는
부식 작용에 의한 stainless steel의 주성분이 분해되
어 나타나는 형상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음극에서는
형상 변화뿐만 아니라 두께 감소도 보이지 않았다.
산화 반응으로 부식현상을 보이는 양극의 주성분

Fig. 1. SEM images of electrode (up: negative electrode,
down: positive electrode).

변화를 조사하기 위해서 2차 이온 질량 분석기
(SIMS)를 사용하였다. 반응 전과 반응 후의 양극과
음극에서 성분세기 (intensity) 변화를 측정하였다.

반면에 양극으로 사용한 금속전극은 매우 심각한

Stainless steel 316의 주성분 C, Si, P, S, Ti, Cr,
Mn, Fe, Ni, Cu, Mo과 전해질의 주성분의 전극 내부

현상을 보였다. 이런 현상의 원인은 KOH 전해액이

로의 침투 현상을 관찰하기 위하여 알칼리 전해질인

-

전기분해 통해서 발생하는 OH 기가 이온 격막을 통
해서 양극으로 이동에 의한 현상으로 산소의 존재가

K, O, H의 세기 (intensity) 변화를 더불어 측정 분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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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epth profile of stainless steel 316' primary

elements.

그림 3의 그래프는 전극 주성분이 알칼리 전해액의
상호 작용에 의한 전극 깊이에 따른 세기 (intensity)

극에서보다 양극에서다 약 103 (order of magnitude)
의 감소를 보였고 C, Fe, Ni, Mn의 주성분은 약 102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프의 반응 전은 알칼리

(order of magnitude)의 감소를 양극에서 보였으며

전해액과 반응시키지 않는 금속을 의미하여 양극과
음극은 알칼리 전해액과 반응시킨 금속을 뜻한다.

Mo은 약 101 (order of magnitude)의 감소를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OH-기가 양극으로 이동함에 따라 산

Stainless steel의 주성분 중에 Si, P, S, Ti, Cr 등 음

화 반응의 결과에 의한 현상이다. 이러한 산화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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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Depth profile of alkaline solution's primary elements.

전극의 주요 성분세기에 변화를 발생시켰다.
본 실험에서는 이러한 산화 반응의 결과로 양극 두

제조에서 전극의 형상 및 성분 변화를 측정 분석하였
다. 25%KOH 전해액 농도에 약 60℃의 진행 온도에

께가 약 40 μm의 감소를 보였고 산화 반응에 의해서

서 수전해 기법으로 전극의 반응 전과 후를 관찰하였

금속에서 떨어져 나온 금속 물질들은 이온 격막에서
침착 현상을 보였다. 이러한 침착 현상은 전해액의

다. 양극에서는 stainless steel S316의 주성분인 C,
Si, P, S, Ti, Cr, Mn, Fe, Ni, Mo의 농도 (intensity)

흐름과 전도성 약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 반응 전보다 농도 (intensity) 감소를 보였다. 이러

음극에서는 물리적 반응현상을 보이지 않았으며 반응
전과 음극의 성분세기 변화를 보아도 크게 차이가 나

한 감소는 양극의 두께 감소를 보였으며 본 실험에서
는 약 40 μm의 감소를 보였다. 금속 주성분의 이탈은

지 않는다. 특히 Si, P, Mo, Fe, Ni, Mn은 반응 전과

이온격막으로 침전현상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반

후의 그래프가 거의 일치함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전해질의 주성분인 K, O, H의 금속 내

면에 음극에서는 Si, P, Mo, Fe, Ni, Mn의 반응 전과
후에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알칼리 전해액의

부로의 침투 현상을 조사하였다. 그림 4의 그래프에

전극 내부로의 침투현상을 측정하였으며 K, O, H는

서 보여준 것처럼 칼륨은 반응전과 음극은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양극에서 깊이에 따른 증가를 보

깊이에 따른 증가를 보였다. 이는 전기분해를 통해서
OH-가 양극으로 이동에 의한 결과로 생각된다. 특히,

여주고 있다. 산소는 칼륨처럼 반응 전과 음극의 그

K의 증가는 매우 컸으며 이는 전해액에서 K의 유실

래프는 일치했으며 양극에서는 깊이에 비례하여 증가
를 보였다. 그러나 수소의 경우는 양극의 표면에서는

을 뜻한다. 이러한 K의 유실은 수용액의 농도 유지를
위해서 KOH 용액의 주기적인 주입이 요구되고 이러

음극의 표면보다 수소의 세기가 약 102 (order of

한 현상으로 상용 제품의 알칼리 수전해 수소제조 장

magnitude) 세기로 낮게 나왔지만 약 600 nm의 금속
내부에서는 수소 세기의 역전현상을 보였다. 음극 표

치에서 알칼리 수용액의 주입하는 이유를 뒷받침 해
주고 있다. 그리고 H는 약 600 nm의 깊이에서 (-)극

면에서 증가는 수전해법에 의해 수소는 음극에서 발

보다 (+)극에서 세기 (intensity) 역전현상을 보였다.

생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본 실험에서 이
용하는 알칼리 용액인 KOH에서의 칼륨은 음극과는

본 논문은 알칼리 전해액과 반응에 의한 전극 성분세
기 (intensity)와 형상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이러한 정

다르게 양극에서 전극 내부로 침투하고 있는 것은

량적, 정성적 연구 결과가 산화 반응에 의한 전극부식

KOH 전해액을 사용하는 알칼리 수전해 수소제조 장
치에서는 전해액 세기 유지를 위한 전해액 공급이 필

을 억제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기초 자료가 되고 나아
가 수소제조 효율 향상하는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요함을 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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