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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T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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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대표이사 

설립일 

자본금 

종업원수 

주요사업 

주식회사 예스티 

장동복, 강임수(각자대표) 

2000년 3월 6일 

80억원 
(코스닥 상장 : 2015. 12) 

240 명 

AEM수전해,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소재지 

홈페이지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마산12로 27 

http://www.yest.co.kr 

계열사 ㈜예스히팅테크닉스 외 3개사 

YES! Technology! 



YEST  수소사업 

4 

• 세계최고 AEM수전해 기술을 보유한 독일 Enapter社의 공식파트너 

• 기술이전 및 시스템 국산화를 통한 수전해 상용화 실현  

독보적인 AEM수전해 원천 기술 
 
 

초정밀 설비 제작 노하우 
 

시스템 설계/제어 풍부한 경험 

시너지 창출 

그린수소 생산시설 국내 도입/ 수소경제 선도/탄소중립사회 실현 

• 수전해 BOP 분석 및 국내 적합성 분석 
• BOP 일부 국산화  

• 단계적 기술이전 및 기술 국산화 
• 제품 국산화   

1 단계 2단계 



II. AEM수전해 기술 



YEST 특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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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M 장점 : 수전해 방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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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카라인(Alkaline) 양이온교환막(PEM) 음이온교환막(AEM) 

   

(장점) 

• 축적된 기술적 안정성 

• 비 귀금속 촉매, 저렴한 제조원가 

(단점) 

• 복잡한 BOP 구조 

• 전해액으로 인한 부식 문제 

• 낮은 수소생산 효율 

• 부하변동 대응성 부족 

• 컴팩트한 시스템 구성 불가 

(장점) 

• 높은 수소생산 효율 

• 컴팩트한 시스템 구성 

• 고압 운전 가능 

• 부하변동 대응 운전 가능 

(단점) 

• 고가의 귀금속 촉매, 제조원가 높음 

 

• 제조원가 낮음 

• 높은 수소생산 효율 

• 컴팩트한 시스템 구성 

• 부하변동대응 운전 가능 

• 고압 운전 가능 
 

【알카라인과 PEM의 장점만을 모음】 

▶ 차세대 수전해 기술 

AEM(Anion Exchange Membrane) 



YEST 특화 기술 : Dry Cathode(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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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특허 기술 
 

① 양극셀에서 물이 막을 통하여  
      음극 쪽으로 이동 
 
② GDL을 통해 분산된 전자를  
     이용하여 음극에서 수소 생산 

       4H2O + 4e- → 4OH- + 2H2 

 

③ 분해된 OH 음이온이 막을 
      통하여 양극으로 이동 
 
④ 양극에서 산소가 생성되며, 
      전해질 순환에 의하여 GDL을  
      통하여 분산 
       4OH- → 2H2O + O2 

 

양극 셀 
산소 1bar 

음극 셀 
수소 35bar Stack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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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0년 까지 AEM 수전해와 dry cathode 관련 지식재산권 확보로 시장 선점 및 기술우위 확보  

YEST 특화 기술 : AEM관련 보유 특허 



YEST 특화 기술 : 스택 소형화 및 시스템 확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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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스택 모듈화를 통한 손쉬운 용량 증설 및 확장성 (㎾ to ㎿ 구성) 

2.2㎾ Stack 

단일모듈(1 Stack) 소용량 캐비넷 구성 중용량 컨테이너 구성 

대용량 시스템(1㎿ 급, 420 St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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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olysers EL 4.0 AEM Cluster 60 AEM Multicore 

수소생산량 0.5 N㎥/h, 1㎏/day 

가동 범위 0~100% 

스택 1 Unit 

수소순도 99.999% With Dryer 

소비전력 4.8㎾ 

운전 온도 5 ℃ ~ 45 ℃ 

물 공급량 400mL/h 이하 

공급전원  AC 200~240V, 50/60Hz 

작동압력 35bar 

크기 482 x 634 x 307 mm 

수소생산량 30N㎥/h, 64㎏/day 

가동 범위 1~100% 

스택 60 Unit 

수소순도 99.999% With Dryer 

소비전력 180㎾ 

운전 온도 5 ℃ ~ 45 ℃ 

물 공급량 24L/h 

공급전원 3상 400V(AC) 

작동압력 35bar 

크기 20ft container 

수소생산량 210N㎥/h, 450㎏/day 

가동 범위 3%~105% 

스택 420 Unit 

수소순도 99.999% With Dryer 

소비전력 1㎿ 

운전 온도 5 ℃ ~ 45 ℃ 

물 공급량 190L/h 

공급전원 3상 400V(AC) 

작동압력 35bar 

크기 40ft Container 

YEST 특화 기술 : 시스템 확장성 (제품소개) 



YEST 특화 기술 : 효율 안정성 및 부하변동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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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 부하변동에 대한 빠른 대응성  

재생에너지 발전량 

■ 우수한 수소생산 효율 – 부하변동에도 안정적인 스택 효율 유지(LHV기준) 

수소 생산량 변화에 따른 효율 

스택 효율성 안정적으로 유지 



YEST 특화 기술 : 실시간 병렬제어 및 간편한 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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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랙단위의 스택 직렬 연결(String) 

 스택의 병렬 분산 제어 운전으로 소용량 부터 대용량 대응 가능 

 스택의 직렬 연결(string)과 독립적 전력공급유닛(PSU) 및 String간 병렬 연결 

 String 간 병렬 연결 

 String 간 독립적 PSU 연결 

실시간 모니터링 및 제어를 통한 유지보수  

 클라우드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을 이용한 작동 상태 및 고장 분석 (원격제어로 현장 관리인력 불요) 
 모듈화 스택 사용으로 고장 스택 교체 용이 
 전체 시스템 정지 없이 유지보수 가능   



YEST 특화 기술 : Plug & Play 

14 

■ 모듈화를 통한 간편한 장착/설치  
  

19” 와이드 표준 렉 Water + O2 

H2 

19”표준랙 장착 간편한 배관연결 QR 코드 스캔으로 시스템 
Setting 

220V AC 플러그 방식 전원 

원격 실시간 제어 및 모니터링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 원격제어 및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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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T 특화 기술 :  Energy Management System 

AEM수전해 모듈 원격제어,  
모니터링 시스템  

Cloud 기반 EMS를 이용한  원격제어 및 모니터링 

IOT 기반 EMS 원격 제어 및 모니터링 시스템 (All in One – 모바일, PC 제어 시스템) 



YEST AEM 수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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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국내외 실증 현황 



국내 그린수소 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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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 연계 수소에너지 자립 하우스(자체 설치 운영) 

 에너지 운영 전력 요구량 

구분 용량 

시설 부하 30 ㎾h/day 

태양광 용량 20 ㎾p 

배터리 65 ㎾h 

백업 대응일 9.5 일 

 이천 태양광 연계 수소에너지 자립 하우스  
 

     1) 시스템 밸런스 
       * 태양광 연평균 발전시간으로 설계 
       * 수소 저장량 180NM3 (16.2kg H2)  
 
     2) 시스템 장점 
       * 초과 발전전력 수소로 전환 저장 
       * 장주기 저장가능 
       * 배터리 용량 최소화 
       * 태양광 용량 최소화 



국내 그린수소 실증 사업 참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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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전해 기반 35㎫(350기압)급 S-HRS 시스템 개발 및 실증 



국내 그린수소 실증 사업 참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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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급 재생에너지 연계 대규모 그린수소 실증 기술 개발(제주) 



해외 실증 사례 

21 

■ 44개국 166여개 실증 사이트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