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시간 삼중수소 검출을 위한 단위 양성자 교환 막 전기분해 기초연구

채종민1⋅유상석2,† 
1충남대학교 기계공학부, 2충남대학교 기계공학부

Fundamental Study of Unit Proton Exchange Membrane Electrolysis for 
Realtime Detection of Tritium
JONGMIN CHAE1, SANGSEOK YU2,†

1Graduate School of Mechanical Engineering, Chungnam University, 99 Daehak-ro, Yuseong-gu, Daejeon 34134, Korea
2School of Mechanical Engineering, Chungnam University, 99 Daehak-ro, Yuseong-gu, Daejeon 34134, Korea

†Corresponding author :
sangseok@cnu.ac.kr

Received 9 April, 2018
Revised 25 April, 2018
Accepted 30 April, 2018

Abstract >> Even though the nuclear power plants has many advantages, safety 
issues of nuclear power plants are crucial factors of reliable operation. A tritium 
detector is a useful sensor to analyze amount of exposed radiation from the nu-
clear power plants. Currently, concentration of underwater tritium is measured 
precisely but it takes very long time. Since electrolysis is extracted hydrogen from 
the coolant of nuclear power plant, it can motivate to develop new type of real-time
sensor. In this study, Proton Exchange Membrane (PEM) electrolyzer is studied for
candidate as preprocessor of real-time tritium detector. Characteristics of the unit
PEM electrolyzer were experimentally investigated. A simulation model is devel-
oped to understand physical behavior of unit PEM electrolyzer under dynamic 
operation. 

Key words : Tritium(삼중수소), Electrolysis(전기분해), Proton exchange membrane
(양성자 교환 막), Nuclear power plant(원자력 발전소), Realtime de-
tector(실시간 검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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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국내 원전에서는 종종 방사능 물질 유출이 보도가 

되고 있으며, 2016년 1월 뉴스에 따르면 경주 월성원

전 인근 주민들이 원전에서 발생하는 방사성물질의 

유출을 의심하여, 삼중수소 검출을 의뢰한 결과 삼중

수소가 검출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1,2). 삼중수소는 

주로 중수로 형 원전에서 유출이 많이 되는 대표적

인 방사성 물질로 암 유발 원으로 알려져 있다2). 원

전으로부터 유출된 방사선 물질을 검사하는 방법은 

주로 채집 및 실험실에서 검사하는 방법들이 주로 

이루어 졌다. 기존의 삼중수소 검출기술의 경우에는 

샘플 채취와 검출에 소요되는 시간이 긴 단점이 있

다3). 전기분해 기술은 삼중수소수를 수소와 산소로 

분리하면서 그중 일부 삼중수소를 분리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 그러므로 전기분해식 삼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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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chematic diagram of experimental system

Fig. 1. Operating principle of proton exchange membrane 
electrolyzer5)

소 검출은 실시간으로 수소를 분리할 수 있고 수소

만을 얻어내기 때문에 타 핵종의 간섭을 최소화하여 

검출시간과 민감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PEMEL은 양성자 교환 막(고체고분자 전해질 막)을 

전해질로 사용하며 Fig. 1과 같은 구조를 가진다5). 양

성자 교환 막 양쪽에 전극의 역할을 하도록 촉매금

속을 부착하는데 이를 양극(anode), 음극(cathode)이

라 한다. 전극은 주로 귀금속 계통으로 양극은 이리듐

계통, 음극은 백금계통이 적합하다고 알려져 있다6). 

양극에 공급되어진 물에 전기적 에너지가 가해지면 

산소, 수소이온이 발생하고 수소 이온은 물 분자와 

함께 막을 통하여 음극으로 이동하고 이때 외부 회

로를 통해 이동한 전자와 결합하여 수소 기체를 발

생한다. 막은 미국 듀퐁(DuPont)사의 NafionⓇ막이 

널리 사용되며 이 막은 물리적 특성으로 산소의 용

해도가 크고, 수소이온의 전도성이 크며, 비중이 낮

고 화학적 안전성 및 기계적 강도를 가진다. 막-전극

을 합쳐 막-전극 접합체(membrane electrode assem-

bly, MEA)라 한다. 막-전극 접합체의 양측에는 가스 

확산 층(gas diffusion layer, GDL)이 존재하며 물을 

막-전극 접합체에 공급하고 분리된 가스를 배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주로 다공성 물질을 사용한다. 가스 

확산 층의 겉에는 집전용 메쉬를 두어 전류가 고르

게 공급되도록 한다. 메쉬 겉에는 작동유체인 물을 

공급하고 반응하지 못한 물과 분리된 가스를 배출하

는 분리 판이 존재한다. 막-전극 접합체, 가스 확산 

층, 집전용 메쉬, 분리 판을 합쳐 셀이라 부른다.

실시간 삼중수소 검출을 위해서는 소형화와 함께 

실시간으로 삼중수소를 발전소 토출수로부터 분리하

는 기술이 필요하다. PEMEL은 효율이 높고 소형화

가 가능하며 전기분해 특성을 이용해 순수로부터 수

소를 분리할 수 있는 장치로, 삼중수소 분리 장치로 

적합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부식의 위험이 적고 

전극 간의 거리를 최소화하여 저항을 줄이고 높은 

전류밀도를 실현할 수 있어 효율이 우수하다6,7). 

본 연구에서는 PEMEL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PEMEL을 제작하고 실험조건 및 방법을 선정하였으

며, 이에 따른 특성 실험을 진행하여, 전기 분해 특성

을 이해하였다. 향후 운전 조건을 최적화하기 위하

여, 해석 모델을 구성하고 모델 검증을 수행하였다.

2. PEM 전기분해 셀 실험

2.1 PEM　전기분해 셀 실험 시스템 구성

Fig. 2는 실험 장치 구성도이며 전기분해 셀의 막-

전극 접합체의 양극 측에는 이리듐 루테늄 산화물, 

음극 측에는 백금을 촉매로 사용한다. 촉매 량은 각

각 0.3 mg/cm2이며, 분리 판의 재질은 아크릴이다. 

본 연구에서는 아크릴 셀과 분리 판의 형상을 동일

하게 하고 재질을 SUS304로 바뀐 경우의 특성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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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ell Specifications

Type Size Separator plate material Membrane

PEMEL 54×54 mm Acrylic, SUS Nafion 115

Active area Anode Cathode

4 cm2 Iridium ruthenium oxide 
0.3, 3.0 mg/cm2

Platinum black 
0.3, 3.0 mg/cm2

  

Fig. 3. Separator plate

Table 2. Operating conditions

Temperature Pressure Flow rate

30℃ - 80℃ 0barg - 0.8barg 30cc/min - 130cc/min

인하기 위해, 동일 사양의 분리 판을 제작하였다. 또

한 기존의 셀에서 촉매의 양을 10배로 하여 양극, 음

극 각각 3.0 mg/cm2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Table 1은 

수전해 셀 제원을 보여주고 있으며, Fig. 3은 제작된 

분리판 3차원 형상도를 보여주고 있다.

2.2 PEM 전기분해 셀 시험 방법

질소를 이용하여 양측 탱크를 퍼징 후 초순수 장

치에서 제조된 초순수를 탱크에 공급하였다. 탱크에 

공급된 초순수를 작동조건 Table 2에 따라 셀에 공급

하였다. 이때 작동온도는 셀 전단, 셀 본체에서 TC를 

이용하여 측정하며 온도는 탱크와 셀 본체에 부착된 

히팅 테이프를 이용하여 조절하였다. 셀 작동압력은 

셀 후단에 밸브를 설치하여, 배압을 조절하는 방식으

로 제어하였고, 작동유량은 정량 펌프를 이용해 제어

하였다. 수전해 셀에 직류 전원장치를 이용해 전류를 

공급하였으며, 전기화학 반응에 의해 발생된 수소를 

원활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외부 레저버의 순환수를 

설정 유량으로 순환시켜 주었다. 외부 레저버는 전기

화학 반응에 필요한 초순수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줌

과 동시에 발생된 수소를 외부로 이송시키는 역할을 

하도록 하였으며, 발생 가스는 최종 단에서 가스 분

석기를 이용해 순도를 확인하였다. 전기화학반응에 

필요한 인가 전류는 0.2-5 A까지 0.2 A씩 증가시키

면서 공급하고 이에 따른 전압과, 수소 발생량을 측

정하였다.

3. 전기분해 셀 모델

3.1 전기분해 셀 모델링

고분자 전해 막 전기 분해 셀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각각의 변수에 따른 실험을 진행하는 것과 

함께, 전기화학반응을 모사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

였다. PEMEL의 반응은 다음과 같다.

양극(anode)

→ 
                      (1)

음극(cathode)

  →                               (2)

개방 전압은 Nernst 전압으로 알려져 있으며 열역

학적 에너지평형관계식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












 




                                                        (3)

는 이론전압, 는 페러데이 상수, 는 각각의 

분압이다. 실제전압은 이론전압에 비가역적 손실을 

고려해야한다8-10). 크게 비가역적 손실은 전극의 활성

화와 관련되는 활성화 손실(activation loss), 전기전

도도 및 이온전도도에 의한 저항 손실(ohmic loss), 

물질전달 저항에 의한 물질전달 손실(mass transport 

loss)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상의 손실을 고려하

면 실제전압은 다음과 같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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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ctivation loss constants9,11)

Parameters Anode Cathode

 0.028 -

 - 10-3

 0.64 -

 - 0.51

Fig. 4. Voltage change with temperature of Acrylic separator 
plate cell

Fig. 5.  Hydrogen flow rate with temperature of Acrylic separa-
tor plate cell

본 연구에서는 추후 수전해 셀을 이용한 삼중 수

소 추출 시스템 구축시 필요한 운전 최적화를 진행

하기 위해 해석 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따라서 다

양한 전기화학 반응 손실 중 물질 전달 손실은 실제 

운전 구간보다 매우 높은 전류 밀도 영역에서 발생

하기 때문에 모델링시 생략하였다. 따라서 본 모델에

서 고려한 전압 모델은 다음과 같다.

  
                         (5)

활성화 손실은 양극에서 모두 크게 발생하며, 특

히 양극에서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활성화 손

실은 양극의 활성화 손실의 합으로 표현되며 다음과 

같다. Table 3은 각 상수값을 나타낸다.

                         (6)

 











 




                                           (7)

  











 




(8)

는 전류밀도, 는 각각의 물질의 활성화 상수 이

다9,11). 저항 손실은 크게 전기 전도도에 따른 손실과 

이온전도 손실로 나뉘며 다음과 같다.

  × ×


               (9)

  




 

  (10)

은 막 두께는 127 micrometer, 는 이온 전도

도, 는 막 가습 정도(membrane humidification de-

gree) 22이다11-13).

4. 결과 및 고찰

4.1 PEM 전기분해 셀 실험 결과

4.1.1 아크릴 재질 분리 판 셀 실험 결과

Figs. 4-9는 아크릴 재질 분리 판 셀의 작동조건에 

따른 실험 결과이다. Fig. 4는 작동온도가 증가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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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Voltage change with pressure of Acrylic separator plate 
cell

Fig. 9. Hydrogen flow rate with pressure of Acrylic separator 
plate cell

Fig. 6. Voltage change with flow rate of Acrylic separator plate 
cell

Fig. 7. Hydrogen flow rate with flow rate of Acrylic separator 
plate cell

따라 동일 전류밀도에서 전압이 감소하는 것을 나타

낸다. 이론적으로는 70℃에서보다 80℃에서 전압 값

이 더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야 하나 70-80℃의 실험

의 경우 비슷한 전압값을 나타낸다. 이는 80℃의 실

험에서는 반응활성화가 촉진되어 기포 발생이 증가

며 기포 수송 기구는 Fořt 등14)에서 논하고 있지만 

고온에서 기포 수송은 일반적으로 억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로 인하여 70-80℃의 실험에서 비슷

한 전압 값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기포의 수송

기구가 고온표면장력과 상쇄되는 운전범위에서 성능

이 서서히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5는 수소

발생량은 작동온도의 영향보다는 전류밀도에 비례적

으로 영향을 받는 것을 나타낸다. 이는 수소발생량 

측면에서 보자면 동일 전류밀도에서 전압이 낮을수

록 유리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Fig. 6은 작동유량이 

일정수준 이상이 되면 동일 전류밀도에서 전압이 증

가하는 것을 나타낸다. 80-130 mL/min에서는 비슷한 

전압값을 가지는 데 이보다 작동유량을 높여 일정수

준을 넘어서면 전압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작동유량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막을 투과하는 

수송 구동력이 저하되어 막-전극 접합체의 물질전달

도 방해받는 것으로 보인다. Fig. 8은 Fig. 6과 같이 

수소발생량은 작동유량보다는 전류밀도에 큰 영향을 

받는 것을 나타낸다. Fig. 9는 작동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전압이 증가하는 것을 나타낸다. 이는 이론적으

로 알려진 결과와 상이한데 이는 유로의 형상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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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Voltage change with temperature of SUS separator 
plate cell

Fig. 11. Hydrogen flow rate with temperature of SUS 
separator plate cell

Fig. 12. Voltage change with flow rate of SUS separator plate 
cell

Fig. 13. Hydrogen flow rate with flow rate of SUS separator 
plate cell

절치 못하여 작동압력(배압)을 증가시키면 분리된 

기포가 셀에서 잘 배출되지 않아 Fig. 5의 80℃의 결

과처럼 기포가 잘 배출되지 않아 발생하는 현상이 

원인으로 파악된다. 유로의 형상의 개선이 필요하다

고 생각된다. Fig. 10은 이전 실험들의 결과처럼 수

소발생량은 작동압력의 영향보다는 전류밀도에 큰 

영향을 받는 것을 나타낸다.

4.1.2 SUS 재질 분리 판 셀 실험 결과

Figs. 10-15는 SUS 재질 분리 판 셀의 작동조건에 

따른 실험 결과이다. Figs. 10-15의 결과는 acrylic 재

질의 분리 판과 동일하게 작동온도를 증가시키면 전

압이 감소하고 작동유량, 작동압력을 증가시키면 전

압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수소발생량 또한 작동

조건보다는 전류밀도에 비례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Figs. 16과 Fig. 17은 분리 판의 재질별로 작동온도의 

실험결과비교이다. Fig. 16을 보면 동일온도에서 동

일 전류밀도일 때 SUS 재질의 분리 판이 셀이 상대

적으로 전압이 낮게 나타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SUS 재질의 분리 판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Fig. 17은 재질이 다른 두 분리 판의 

수소발생량이 비슷한 것을 나타낸다. 또한 위의 실험 

결과를 보면 작동조건보다는 전류밀도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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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Voltage change with pressure of SUS separator plate 
cell

Fig. 15. Hydrogen flow rate with pressure of SUS separator 
plate cell

Fig. 16. Comparison of temperature experiment results ac-
cording to each separator (voltage change)

Fig. 17. Comparison of temperature experiment results ac-
cording to each separator (hydrogen flow rate)

Fig. 18. Model validation (separator plate of acrylic)

Fig. 19. Model validation (separator plate of 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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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모델 유효성 검증 

Fig. 18과 Fig. 19는 분리 판의 재질별로 작동온도

의 실험 결과와의 모델 유효성 검증 결과이다. 모델

과 실험 결과에는 약 5%의 오차 범위 내이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삼중수소 분리를 위하여 전기분해 

장치의 작동조건(온도, 압력, 유량)에 따른 수소분리

에 관한 기초 연구에 대하여 진행하였으며 운전 조

건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해석 모델을 구성하고 모델 

검증을 수행하였다.  

1) 개발한 모델과 실험 결과와의 유효성 검증 결

과 약 5%의 오차 내에서 유효하다.

2) 수소발생량은 분리 판의 재질이나 작동조건 보

다는 전류밀도에 비례하여 영향을 받는다. 이는 수소

발생량 측면에서 보자면 동일 전류밀도에서 전압이 

낮을수록 유리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3) 작동조건의 경우에는 작동온도를 높일수록 동

일 전류밀도에서 전압이 낮게 나타났으며 작동유량, 

작동압력을 높일수록 동일 전류밀도에서 전압이 높

게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작동압력 실험의 경

우에는 이론과 상이한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 

유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4) 상대적으로 전기저항이 낮은 SUS가 분리 판의 

재질로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5) 전기분해 장치를 통해 수소의 분리 특성을 파

악한 결과 실시간으로 수소를 분리할 수 있는 전기

분해 장치를 통해 추후 실시간 삼중수소 검출 장치

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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