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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has focused on the development of high performance membrane-electrode assemblies (MEAs) 
fabricated by decal method for proton exchange membrane fuel cell (PEMFC). To study the effect of ionomer 
contents on performance, we fabricated MEAs with several electrodes which were prepared by varying the 
quantity of ionomer from 20 wt.% to 45 wt.% in catalyst layer. The MEA performance was obtained through 
single cell test. The MEA prepared from electrode with 25wt.% of ionomer showed the best performance. 
We evaluated the surface area and pore volume of electrode with BET. We found that the surface area and 
pore volume in electrode decreased rapidly at the electrode with 40wt.% of ionomer in catalyst layer. MEA 
was fabricated by roll laminator machine and the roll laminating conditions for the preparation of MEA, such 
as laminating press, temperature and speed, were optimized. The MEA performance  is not affected by 
laminating temperature and speed,  but roll laminating press have a great effect on MEA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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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menclature

MEA : membrane electrode assembly

1. 서    론 

연료 지 MEA(membrane electrode assembly) 

는 연료 지 자동차 개발에 필수 이다. 그의 역할

은 수소와 산소를 반응시켜 얻어진 화학에 지를 

기에 지로 변환시키는 장치이다. 이의 역할에서 

알 수 있듯이 MEA는 그의 성능여하에 따라 연료

지의 출력과 내구성에 직 인 향을 미치는 

요한 핵심 부품이다
1,2)
.

3 layer MEA 제조는 크게 해질 막에 직  

매층을 코 하는 방법과 이형지에 매을 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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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해질 막에 열압착하는 데칼법이 있다. 해질 

막에 직  매층을 코 하여 제조한 MEA는 극/

해질 막 계면 항이 은 장 이 있으나 해질 

막이 매 슬러리 용매에 의해 변형되고 생산속도

에도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MEA 제조 속도가 높고 scale up

이 용이하여 향후 MEA 양산 공정 용이 가능한 

데칼 공정을 용한 MEA를 제조하 고 MEA 출력 

성능 향상을 한 제조 조건 최 화 실험을 실시하

다. 한, 극내 아이노머 함량 최 화를 통해 성

능이 우수한 MEA를 개발하 다.   

2. 실    험

2.1 전극 제조

극 슬러리에 첨가된 아이노머는 Nafion(EW 

1100)을 사용하 고 이의 첨가량은 매 슬러리 고

형분의 총무게( 매+아이노머) 비하여 20, 25, 30, 

35, 40, 45 % 를 각각 용하여 실험하 다. 슬러리 

용매로는 IPA(isopropylalchol)와 H2O를 사용하

다. 매 슬러리를 이형지(Kepton, Teflon, PET등)

에 30∼100μm 두께로 바 코 하고 극을 100℃ 오
에 7시간 이상 건조 후 사용하 다. 

2.2 MEA 제조

완  건조된 극을  롤 라미네이터를 이용해 

해질 막에 열압착한 후 이형지를 제거함으로써 3 

layer MEA를 제조하 다. 극/ 해질 막 합 조

건은 온도, 압력, 합 속도에 따라 제조하 다. 

합 온도는 120, 140, 160℃로 제조하 고 합 압력

은 60, 120, 240kgf로 합하 다. 한 합 속도는 

0.5m/min, 2m/min으로 제조하 다. 이때 사용된 

매량은 anode/cathode 각각0.2/0.4 pt mg/cm2이고 

실험에 사용된 MEA 극 면 은 25cm2이다.

2.3 분석 및 평가 

MEA 제조 조건에 따라 성능 평가를 실시하 다. 

공  가스는 anode/cathode를 수소/공기로 사용하

고 상  습도는 anode/cathode 각각 100%에서 평

가하 다. 반응 가스들의 화학 양론비는 anode 1.5, 

cathode 2.0으로 고정하 다. 극 건조 조건을 알

아보기 해 이형지에 코 된 극을 100℃ 오 에 

0.5∼24시간 변화시켜 건조 시킨 후 극 내 잔여 용
매량을 측정하 다. 극 건조 시간에 따른 잔여 용매 

측정은 thermogravimetric analysis(TGA)를 통해 측

정하 다. 측정 조건은 질소 분 기에서 5℃/min의 
승온 속도로 측정하 다. 극 내 아이노머 함량을 

변화시켜 MEA를 제조하여 성능 평가를 실시 하 고 

비표면 분석기를 이용해 극의 표면   기공 부피

을 측정하 다. 극/ 해질 막 합 온도범 를 알

아보기 해 극 내 아이노머의 열분해 온도를 측정

하 다. 측정 장비는 pyrolyzer gas chromatography

를 이용하 다. 측정 범 는 100℃∼200℃이며 측
정 온도까지 순간 으로 승온시킨 후 30분 동안 유

지하고 gas chromatography(GC)를 이용해 분석함

으로써 아이노머의 열화 온도를 알아보았다. 극/

해질 막 합 압력 최 화를 통해 합 압력을 선

정하 고 합 압력이 높거나 낮을 경우 MEA 성능

이 하되는 원인을 분석하기 해 임피던스 측정

을 실시하 다. 측정 류는 1.0A/cm
2
이며 amplitude 

50mA/cm
2
로 하 고, 공 가스는 가습도 100%로 공

하 으며, 유량은 anode/cathode 각각 0.1/0.33 

lpm으로 공 하 다. 

3. 결과 및 고찰

3.1 전극 내 아이노머 함량 최적화

매층 설계의 주안 은, 매층 내에서 연료가

스의 확산  매 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

도록 일정한 다공성을 가지는 구조(pore-structure)

가 되어야 하며 반응수  연료의 물질 달(mass- 

transfer)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설계해야 한다. 

이는 형성된 매층에 흡착된 아이노머가 얼마나 

균일한 분포나 함량으로 존재하느냐에 따라크게 좌

우된다. 

일반 으로, MEA의 매층에 과량의 아이노머

가 존재할 경우 매층이 과도하게 치 해진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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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I-V characteristics of MEAs with various content of 
binder

Fig. 2 BET analysts of electrode with various content of ionomer

Table 1 characteristics of electrode with various content of 
iononer by BET

Nafion 함량
(%)

Surface areaa 
(m2/g) 

Pore volumeb 
(cm3/g)

Average pore 
diameterc (nm)

N 30% 142.93 0.3310 11.09

N 35% 132.37 0.294 10.29

N 40% 45.83 0.1868 13.97
a BET surface area, b,c BJH desorption (pore range= 1.7∼300 

nm

로 인해 기 도성이 떨어지고 매층의 기공을 

막아 반응에 필요한 공  가스가 매층 내부까지 

투과하지 못하여 MEA 출력 성능이 하 된다3). 이

와 반 로, 매층에 정량 이하의 아이노머가 함

유되면 수소이온 도도가 떨어져 성능 감소의 원

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매층의 아이노머 함량 

최 량을 찾기 해 실험하 으며 데칼법으로 MEA

를 제조하여 성능 변화를 찰하 다. 그 결과 Fig. 

1에서 보듯이, 사용량이 25%에서 최  성능을 보이

다가 30% 이상에서는 진 으로 성능 하가 찰

된다. 아이노머 함량이 40% 이상에서 MEA 출력 

성능이 격히 감소하는데 이는 아이노머 함량이 

많아 매층이 치 해지고 매층의 기공을 막아 

반응에 필요한 공  가스가 매층 내부까지 투과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를 입증하기 해 Fig. 2에

서는 비표면 분석기(BET)를 이용해 극의 표면  

 기공부피 등을 측정하 다. 매층 아이노머 함

량을 30∼40wt.%로 극을 제조하 다. 극의 표

면   기공 부피을 측정하여 극 내 아이노머 함

량과 MEA 성능과의 계를 분석하 다. Table 1 결

과에서 나타나듯이, 극 내 아이노머 함량이 40wt.%

일때 표면   기공 부피가 격히 감소함을 볼 수 

있다. 이는 극 내 아이노머 함량이 40wt.% 이상

일때 매층이 과도하게 치 해지고 아이노머가 기

공을 막아 공  가스가 원활하게 유입되지 못하며 

그로 인해 MEA 성능이 하됨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본 실험에서 데칼 공정을 

용해 제조한 MEA의 경우 매층의 바인더 함량이 

25 ± 2% 정도가 최 임을 확인하 고 실험에 용

하 다.

3.2 전극 건조 조건 최적화

이형지에 코 된 극을 해질 막에 열 압착하

여 사하는 데칼 공정에서 매 슬러리를 이형지

에 코 한 후 용매를 완 히 제거하지 않으면 극

이 해질 막에 완 히 사 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극을 해질 막에 합하는 고온 고압의 조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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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GA of electrode as dry time Fig. 4 I-V performance of MEAs as electrode dry time

서 극 내에 있는 잔여 용매가 해질 막과 극 

사이에 존재하여 극 사를 방해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MEA를 오염시켜 MEA 제조 수율  

성능 하 원인이 된다. 

본 실험에서는 극 잔여 용매가 완 히 제거되는 

건조 시간을 알아 보았다. Fig. 3에서 TGA 분석 결

과를 보면 6시간 이내로 건조된 극은 100∼150℃ 
부근에서 잔여 용매가 남아 있는 반면에 극 건조 

시간이 7시간을 넘은 경우 100∼150℃ 부근에서 무
게 변화가 거의 없다. 이 결과, 이형지 필름에 코

된 극은 7시간 이상 건조를 해야만 잔여 용매를 

완 히 제거됨을 확인하 다. 이를 확인하기 해 

극 건조시간을 변화시켜 MEA를 제조한 후 성능 

평가를 실시하 다. 

Fig. 4에서 보듯이, 극을 7시간 건조하여 제조

한 MEA 성능이 가장 좋았고 극 건조 시간이 충

분하지 않으면 극 내 용매가 완 히 제거되지 않

아서 MEA 성능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극 건조 조건을 7시간으로 고정하여 본 

실험에 용하 다.  

3.3 MEA 제조 조건 최적화

본 실험에서는 데칼 공정을 용하여 3layer MEA

를 제조하 다. 3 layer MEA는 GDL(gas diffusion 

layer)에 매를 코 하는 5 layer MEA 보다 계면 

항이 고 출력 성능이 높은 장 이 있다4,5). 한 

데칼 공정은 해질 막이 슬러리 용매에 의해 변형

되는 것을 방지하고 연속 공정이 용이하며 향후 MEA 

양산 공정 용이 쉽다는 장 이 있다. 특히 롤 라미

네이터를 이용하여 극/ 해질 막을 합할 경우 

손쉽게 scale up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데칼법은 

극 사 공정에서 극과 해질 막을 열압착하여 

치 한 매층을 형성시켜며 이로 인해 매층의 

기공성이 떨어지는 단 이 있다6,7). 

극 내 고분자 바인더는 유리  온도 (Tg) 주

변 온도에서 연성을 가져 극 내 바인더의 상호 결

합력이 좋아져 극 사가 잘 된다8). 이런 이유로 

낮은 온도에서 극/ 해질 막을 합할 경우 극

이 해질 막에 사되지 않는다. 반 로 합 온도

가 무 높으면 극 내 바인더 고분자가 열분해되

며 열화되어 MEA 출력 성능  내구성이 떨어진

다. 이와 같이 정한 극/ 해질 막 합 온도 범

 선정이 필수 이다. 이를 해 pyrolyzer gas 

chromatography(GC)를 이용해 바인더의 열분해 온

도를 측정하 다. Fig. 5에서 보면, 200℃에서 극 
아이노머가 열분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결

과를 바탕으로 MEA 제조 시 극/ 해 막질 합 

공정은 200℃이하에서 실시해야함을 알 수 있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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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Analysis pyrolyzed materials of MEAs by pyrolyzer GC

롤 라미네이터를 이용해 최 화된 MEA 제조 조

건을 알아보았다. 먼  최 화된 극/ 해질 막 

합 온도  합 속도을 알아보았다. 극/ 해질 

막 합 온도  속도 따라 MEA를 제조한 후 MEA 

출력 성능을 평가한 결과 Fig. 6 결과에서 나타나듯

이, 극/ 해질 막 합 온도  합 속도는 MEA 

성능에 크게 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

나 극을 해질 막에 열 압착할 때 해질 막이 열

에 의해 변형되는 것을 막기 해서는 낮은 온도에서 

MEA를 제조하는 것이 MEA 공정상 유리하며 본 실

험에서는 120℃ 조건에서 MEA를 제조하 다. 한 

향후 MEA 양산 공정 용을 해서는 극/ 해질 

막의 합 속도가 증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본 실

험에서는 극/ 해질 막 합 속도를 2m/min으로 

MEA를 제조하 다.  

극/ 해질 막 합 압력 최 화 조건 실험을 실

시하 다. 합 압력에 따라 MEA를 제조한 후 MEA 

성능을 평가하 다. 그 결과 Fig. 7에서 보듯이 MEA 

출력 성능은 극/ 해질 막 합 압력에 크게 좌우

되며 120kgf의 힘으로 극을 해질 막에 사하

을 때 높은 MEA 출력 성능을 얻을 수있었다. 

극/ 해질 막 합 압력이 낮을 경우 극/ 해질 

막 계면 합력이 낮아 계면 항이 상승하여 MEA 

성능이 낮아진다. 이와 반 로 극/ 해질 막 합 

압력이 높을 경우 극층 내 기공도가 낮아지고 물

질 달이 원활이 되지 않아 공  가스가 극 층내

로 달되기 어렵기 때문에 MEA 출력 성능이 낮아

진다. 이를 입증하기 해 극 / 해질 막 합 압



데칼 공정을 적용한 고성능 MEA 개발

한국수소 및 신에너지학회 논문집 제22권 제5호 2011년 10월590

Fig. 6 I-V performance of MEAs as roll laminating temperature 
and speed

Fig. 7 I-V performance of MEAs as laminating press

Fig. 8 Impedance plots of MEA at laminating press

력에 따라 임피던스를 측정하 다. Fig. 8의 결과에

서 나타나듯이, MEA 합 압력이 높을수록 low 

frequency에서 나타나는 물질 달 항이 크게 나

타나며, 반 로 MEA 합 압력이 낮을수록 high 

frequency에서 나타나는 ohmic 항값이 크게 나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극 바인더 함량  MEA 제조 

조건 최 화 실험을 실시하 다. 한 향후 MEA 

양산성을 고려하여 데칼 공정으로 MEA를 제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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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극/ 해질 막 합 장비로는 scale up이 용

이한 롤 라미네이터를 이용하 다. MEA 제조 조건

과 출력 성능과의 상 계를 알아보기 해 합 

온도, 합 압력, 합 속도를 변화시켜 MEA를 제

조하여 평가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

었다.  

1) MEA 제조 시 데칼 공정을 용할 경우 극

층 내 기공도가 낮아 아이노머 함량에 따라 MEA 

성능이 민감하며 많은 량의 아이노머가 들어갈 

경우 극 기공도  표면 을 떨어뜨려 오히려 

MEA 성능이 낮아진다. 

2) 극에 포함되어 있는 잔여 용매를 완 히 제거

하기 해서는 극 건조를 100℃에서 7시간 이
상 건조해야하며 이와 같은 조건으로 건조한 

극을 이용해 MEA를 제조하여 성능을 평가한 결

과 7시간 이하에서 건조한 극으로 제조한 MEA 

보다 출력 성능이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3) 극/ 해질 막 합 시 합 온도와 합 속도

는 일정 범  안에서 MEA 출력 성능에 향이 

없으나 합 압력은 MEA 출력 성능에 크게 

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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