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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t has fabricated membrane electrode assemblies (MEA) for proton exchange membrane fuel cell by
hot-pressing method. The hot-pressing was used for the fabrication of MEA which is composed of commercial
platinum electrode on carbon paper. The performance of MEA was studied with different fabrication conditions 
of temperature, pressure and torque. As the temperature increased, the performance of MEA was increased. and
started to decrease l after arrived at the maximum performance of MEA. This is related with good contact between
electrode and polymer electrolyte membrane at high temperature and microstructural change at much higher 
temperature. Similarly, as the pressure increased, the performance of the MEA increased up to highest values and
start to decrease. According to the our results, the maximal performance of the MEA was at the temperature of
140℃ and the pressure of 1.5x103 kPa. The optimal torque to assemble the single stack was 3.2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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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부존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해외 의존

도가 높아 세계정세 변화에 따른 에너지 공급이 불

안정하다. 석유의 원가 상승과 국내 에너지 소비의 

증가로 인해 에너지에 대한 국가 경제 부담이 커지

고 이로 인해 국가 경쟁력의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국가 경쟁력을 향상을 위해 에너지원 및 관

련 기술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구 온난화의 

주요인으로 지목된 이산화탄소는 화석 연료의 사용 

시 대량으로 배출된다. 이로 인해 발생된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청정에너지 기술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

고 있다
1,2). 특히 기존의 화석연료가 아닌 햇빛, 물, 

지열, 신에너지 등을 사용하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연구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대표적인 종류로는 태양열발전, 풍력, 수력, 생물자

원(바이오매스), 지열, 조력,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등

이 있다. 풍력과 수력에너지의 경우 많은 연구가 진

행되어 실용화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다른 에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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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여전히 많은 연구가 요구 되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는 몇몇의 경우 초기 설치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발전을 위해 사용 될 에너지

원을 별도로 필요로 하지 않고 태양이나 바람 같이 

변환 없이 무한으로 사용하거나 물을 이용하여 수소

로 변환하여 사용 하는 등의 방법으로 에너지원을 

확보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중 연료전지는 에너지 효율이 높아 미래의 에너

지원으로 각광받고 있다
3,4). 1839년 영국의 William 

Grove가 발명한 연료전지는 1960년대 이후 본격적

으로 개발되어 제한적이지만 우주, 항공 등의 특수용

도로 사용되었다
5). 연료전지는 물을 전기분해하는 

반응의 역반응을 이용하는 것으로 수소와 산소를 이

용하여 전기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배터리와 같은 

에너지 저장장치가 아닌 전기화학반응을 통해 화학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발전장치이다. 이
러한 연료전지는 Carnot 순환을 통하지 않기 때문에 

발전효율은 40～55% 정도며 열 회수까지 감안하면 

총 효율은 70% 정도에 이른다. NOx, SOx 등의 오염

물질 배출이 거의 없고 발전 중 소음 또한 거의 없어 

친환경 에너지로써 각광을 받고 있다
6). 연료전지의 

가장 큰 특징은 연료가 공급되는 한 반영구적으로 

사용하는 에너지 변환장치라는데 있어 소형 전자제

품과 운송용에 적합한 전원으로 주목 받고 있다.
연료전지는 전극과 전해질로 구성되며 사용되는 

전해질과 작동온도에 따라 그 종류가 나뉜다. 전해질 

종류에 따라 분류 하면 인산형(phosphoric acid fuel 
cell, PAFC), 알칼리형(alkaline fuel cell, AFC), 용융

탄산염형(molten carbonate fuel cell, MCFC)이 액체 

전해질을 사용하고, 고체전해질을 사용하는 고체산

화물형(solid oxide fuel cell, SOFC), 직접메탄올(direct 
methanol fuel cell, DMFC), 고분자전해질형(proton 
exchange membrane fuel cells, PEMFC)으로 분류 할 

수 있다
7). 이중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는 다른 연료

전지들보다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이

동용 전원장치로써의 응용이 널리 연구되고 있다
8,9).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의 구동온도는 100℃이하이

고 고체산화물 연료전지와 같이 고온에서 작동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성 재료의 열화에 따른 내구

성 문제가 거의 없다. 일반적으로 제작되는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의 구성은 분리판, 유로판, 가스켓, 
전극, 전해질 그리고 확산층으로 이루어진다. 이중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의 핵심 부품인 MEA는 이

온전도성 고분자막으로 된 고분자 전해질 막과 두 

개의 전극 그리고 다공성 가스확산층으로 되어있다. 
제작된 MEA의 양쪽 극으로 수소와 산소가 들어가 

전기, 열 그리고 물이 생성된다. 연료전지의 공기극

에서 산화 환원 반응 속도는 전지성능에 가장 큰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연료극에서의 수소산화반응

(hydrogen oxidation reaction, HOR)은 빠르기 때문에 

성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공기극에서의 산

소환원반응(oxygen reduction reduction, ORR)은 상

대적으로 속도가 느려서 전지성능에 크게 영향을 준

다. MEA의 제작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CCG 
(catalyst coated gas diffusion media)과 CCM (catalyst 
coated membrane)이다

10-12). 이중 CCG는 촉매를 GDL 
위에 만들어 이온전도성 고분자를 양쪽극의 촉매층 

사이에 넣고 고온에서 높은 압력으로 접합하는 hot 
pressing을 한다. 이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여 브러싱

이나 스프레이 등으로 촉매를 GDL층에 올려 빠르게 

제작이 가능하다. 이후 hot press를 이용하여 고온고

압으로 접합하기 때문에 접촉저항을 최소화 할 수 

있다
13-15).

본 연구에서는 hot pressing 법을 이용하여 막-전
극접합체(MEA)을 다양한 조건으로 결합시켜 그 성

능변화를 살펴보았다. 전극의 접합되는 압력과 온도 

그리고 스택 제작을 최적화 시키는 압력을 분석하고 

PEMFC 스택의 성능을 측정하여 최적의 제작조건을 

탐구하였다. 이는 PEMFC용 MEA제작을 통하여 스

택의 성능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2. 실험 방법

본 연구에서 MEA제작을 위해 사용된 전해질막은 

나피온(Nafion 211, DupontⓇ)이 사용되었다. 나피온

의 전처리는 증류수, 과산화수소 그리고 0.5M H2S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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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Fabricated MEA with GDE which contain Pt (0.4 
mg/cm2)

Fig. 2 A schematic diagram of PEMFC measurement system

Fig. 3 PEMFC measurement system

순으로 각각 2～3회 1시간씩 처리 하였다. 이후 증류

수에 보관하였다. 이를 통해 이물질이 제거된 나피온

은 그 말단에 술펀기(SO3
-)만 남게 된다. 연료극과 공

기극의 촉매 및 GDL층은 GDE(Pt 0.4mg/cm2, 퓨어

셀파워)를 사용하였다. MEA제작은 CCG 방식으로 

제조하였다. GDE와 나피온을 결합하고 hot press의 

온도를 바꾸어가며 MEA를 제작하였다. Fig. 1은 Hot 
press 한 이후 MEA이다.

제작된 MEA는 스택에 넣고 결합하였다. 스택은 

전극면적이 25cm2
인 싱글스택을 사용하였다. 유로는 

Parallel serpentine 타입으로 제작 되었다. 스택과 MEA 
결합 시 가스의 누수 방지와 고른 압력분포를 위해 토

크렌치를 사용하였다. 또한 다양하게 토크 압력조절

을 통해 결합 압력을 바꾸어주며 실험을 진행하였다. 
스택의 성능 평가를 위해 제작한 시스템의 모식도는 

Fig. 2에 나타내었다. 성능평가를 위해 사용된 부하는 

Kikushu 664WA(Japan)로 660W용으로 132A까지 측

정이 가능하며 0V～150V까지 스캔 할 수 있다. 주입

된 가스는 공기극과 연료극에 각각 산소(99.95%)와 

수소(99.9%)이며 MFC(mass flow controller)를 사용

하여 주입 양을 조절하였다. 주입된 산소와 수소는 

양론비 1:1로 하여 산소를 과량으로 넣었다. Fig. 3은 

설계에 의한 PEMFC의 구성 장면이다.

3. 결과 및 분석

본 연구에서는 GDL 위에 촉매를 코팅하는 5-layer 
MEA를 제조하였다. 3-layer MEA보다 제조 공정이 

많지만 빠른 시간 내 제조가 가능하고 기법이 단순

하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5-layer MEA 제조 조건

을 바꾸어 가며 스택의 성능을 측정하였다. hot-press
법으로 제조한 MEA에서의 GDL은 촉매를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 탄소종이(carbon paper)는 수 마이크론 

크기의 기공을 가지고 있어서 촉매의 지지역할 뿐만 

아니라 기체가 촉매전극층으로 확산하는 유로의 역

할도 한다. MEA 제조 시 가장 주요한 점은 layer간
의 접촉 저항을 최소화 하며 GDL의 충분한 기공을 

확보하는 것이다. 따라서 hot press의 압력과 온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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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erformance curves of PEMFC stack with various 
pressure of hot-press for MEA fabrication

Fig. 5 Performance curves of PEMFC stack with various 
temperature of hot-press for MEA fabrication

Fig. 6 Performance curves of PEMFC stack with various 
torque for stack.

주요한 변수로 작용 될 수 있다. Fig. 4는 MEA 제작

시 hot press의 압력의 변화에 따른 성능평가의 결과

이다.  압력이 증가 할수록 그 MEA 성능이 증가하다 

1.5x103kPa 인 경우에 최대 값을 나타내며 이후 압력

이 더 증가하면 그 성능이 떨어짐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로부터 압력이 낮을 경우 전해질과 GDE의 접촉

이 잘되지 않아 접촉저항이 증가하여 성능이 저하되

며, 또한 압력이 너무 높아지면 그 압력의 작용에 의

해 GDE 구조의 변형이 생기고 그 내부 기공의 크기

가 줄어들어 반응물이 수소와 산소 기체의 확산에 

장애가 되거나 flooding 현상을 유발 할 수 있다
16). 

말하자면, 원료인 수소와 산화제인 산소의 이동이 원

활하지 못한 결과 GDE에 함침되어 있는 촉매전극과

의 충분한 접촉이 어려워지고 충분한 전류가 생성되

지 못하고 MEA의 성능은 저하된다. 그러므로 적절

한 압력으로 MEA를 제조할 할 필요가 있으며, 최적

의 압력조건을 찾아야 한다.
Fig. 5는 MEA 제작 시 hot press의 온도 변화에 따

른 성능의 결과이다. 온도가 증가할수록 MEA의 성

능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는 고분자인 전해질 막

과 GDE 제작 시 아이노머로써 들어간 나피온이 온

도가 증가할수록 유리전이 상태가 되어 전극과 전해

질의 결합이 잘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온도

가 계속 올라갈 경우 고분자 막의 열화에 따른 구조

적 변형으로 MEA의 출력 성능 및 내구성이 떨어진

다. 이로 인해 전해질의 본래의 기능인 proton의 전

달이 원활하지 못해 충분히 전류를 생성하지 못하고 

연료전지의 성능이 저하한다. 이러한 이유로 고온으

로 갈수록 hot press 방법에 의해 제조된 MEA는 그 

효율이 저하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MEA를 제조

하는 경우에 최적의 성능을 나타내는 MEA 제조의 

온도조건을 찾아야 하고 본 연구에서는 140℃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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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의 성능을 보인다
17).

스택을 조립할때의 주안점은 모든 둘레 부분을 동

일한 압력으로 조립하는 것이다. 이는 가스의 누수를 

방지하며 스택 내부의 가스의 거동 그리고 layer의 

변형을 막아 그 성능에 영향을 끼친다. Fig. 6은 앞서 

진행된 hot press 조건에 따라 제작된 MEA와 스택간

의 결합 토크의 변화에 따른 성능의 변화를 보여준

다. 조립 토크가 증가 할수록 성능이 향상되지만 최

적의 성능을 나타내는 토크에 도달한 이후에는, 토크

가 더 증가하게 되면 성능이 저하됨을 볼 수 있다. 이 

또한 토크가 증가 할수록 스택 내부의 부품들이 잘 

접촉하여 저항을 최소화 하지만 그 이상으로 토크가 

가해지면 가스 확산층 변형으로 인해 공극율에 변형

이 생기고, 이로 인해 연료와 산소의 공급이 어려워

져 성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PEMFC용 핵심 부품의 하나인 MEA
를 제작할 때에 제작 변수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Hot- 
press 방법으로 MEA를 제작할 때의 압력에 따른 성

능의 영향과, 온도 변화에 따른 영향, 그리고 스택을 

조립할 때 토크의 영향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그 결

과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1) MEA 제작시 hot press의 압력이 증가 할수록 성

능이 증가한다. 하지만 최적의 성능을 보여주는 

일정 압력이 넘어 설 경우 GDE의 가스 확산 층 

부분의 변형으로 인해 기체의 이동에 영향을 주

고 MEA의 성능은 저하된다. 
2) MEA 제작시 hot press의 온도가 증가할수록 MEA 

성능은 증가 하였다. 이는 고온에서 고분자인 전

해질막이 전극의 결합이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140℃에서 제작된 MEA가 최적의 성능

을 보이고, 더 높은 온도에서는 나피온의 구조적 

변형으로 인해 성능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3) 스택 조립 시 볼트마다 고른 압력 조립은 누수뿐

만 아니라 그 성능에도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토크를 증가 시킬수록 접촉 저항은 감소하여 성

능은 증가하지만, 마찬가지로 최적의 성능의 보이

는 토크보다 더 높은 토크에서 조립된 MEA는 

GDL의 구조적 변형에 의한  내부 가스확산층의 

감소로 인해 성능이 저하한다.

MEA의 제작공정을 최적화 하기위해 추후로 제조

된 촉매전극의 MEA제조 공정을 확립 해야 할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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