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3

한국표면공학회지
J. Kor. Inst. Surf. Eng.
Vol. 44, No. 5, 2011.

http://dx.doi.org/10.5695/JKISE.2011.44.5.173
<연구논문>

크롬질화처리한 저탄소강의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

분리판으로서의 표면특성

최창용
a,b, 강남현

b, 남대근
a*

a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동남권지역본부, 

b
부산대학교 재료공학부

Surface Properties of Chromium Nitrided Carbon Steel as

Separator for PEMFC

Chang-Yong Choia,b, Nam-Hyun Kangb, Dae-Geun Nama*

a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Busan 618-230, Korea
bDepartment of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P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609-735, Korea

(Received August 31, 2011 ; revised October 13, 2011 ; accepted October 28, 2011)

Abstract

Separator of stack in polymer electrolyte membrane fuel cell (PEMFC) is high cost and heavy. If we make
it low cost and lighter, it will have a great ripple. In this study, low carbon steel is used as base metal of
separator because the cost of low carbon steel is very cheaper commercial metal material than stainless steels,
which is widely used as separator. Low carbon steel has not a good corrosion resistance. In order to improve
the corrosion resistance and electrolytic conductivity, low carbon steel needs to be surface treated. We made
Chromium electroplated layer of 5 µm, 10 µm thickness on the surface of low carbon steel and it was nitrided
for 2 hours at 1000oC in a furnace with 100 torr nitrogen gas pressure. Cross-sectional and surface micro-
structures of surface treated low carbon steel are investigated using SEM. And crystal structures are investigated
by XRD. Interfacial contact resistance and corrosion tests were considered to simulate the internal operating con-
ditions of PEMFC stack. The corrosion test was performed in 0.1 N H2SO4 + 2 ppm F− solution at 80oC. Throughout
this research, we try to know that low carbon steel can be replaced stainless steel in separator of PEM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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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재 화석연료의 고갈 및 그에 따른 가격 상승에

따라 대체에너지 개발의 필요성이 크게 야기되고

있다. 또한 화석연료의 연소반응에 기인한 환경오

염 문제 및 지구 온난화에 따른 주요국의 기후변화

협약 등에 따른 청정에너지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

되면서 연료전지에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1,2). 연

료전지는 화학에너지를 전지에너지로 직접 변화시

켜주는 발전장치의 일종으로 기존의 발전장치보다

에너지변환 효율이 좋으며 공해 배출이 거의 없어

환경오염에 따른 대체에너지의 일환으로 수많은 연

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연료전지는 수많은 종류

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 수소이온교환특성을 가지는

고분자막을 전해질로 사용하는 고분자전해질 연료

전지(Polymer Electrolyte Membrane Fuel Cell,

PEMFC)의 경우, 다른 연료전지들에 비해 작동온도

가 낮으며 전류밀도 및 출력밀도가 높을 뿐만 아니

라 시동시간이 매우 짧아 차세대 자동차의 동력원

이나 가정용 소형발전장치, 우주선의 전원 등과 같

이 다양한 분야에 응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3).

그러나 현재까지 연구·개발된 고분자전해질 연료

전지는 높은 가격과 짧은 수명 등의 문제로 상용화

단계가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Corresponding author. E-mail : dgnam@kitech.re.kr



174 최창용 외/한국표면공학회 44 (2011) 173-178

고분자전해질 연료전지 스택(Stack) 내부의 부품별

가격비를 분석해보면, 분리판(Separator)이 전체 가

격의 60%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다. 현재 분리판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

는 흑연(Graphite) 분리판의 경우 강도가 약하여 깨

지기 쉬우며 제조비용이 비싸 대량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4-6). 또한 흑연 분리판의 경우, 기계적 물

성이 낮으며 기체투과율이 높아 적정 두께 이상으

로 제작하여야 분리판으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스택

의 중량과 부피가 증가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분리판은 연료전지의 전체 가격비 및 중량비

가 높으므로 부품가격 및 부피를 효과적으로 낮출

경우 그 파급효과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분리판으

로 적용가능한 소재의 경우, 우수한 가공성 및 높은

기계적 강도, 높은 전기전도성, 낮은 기체투과율, 화

학적 안정성 등을 만족하여야 적용가능하다7-9). 이와

같은 요구특성을 만족할 수 있는 소재로서 스테인

리스강(Stainless Steel)을 위주로 금속 분리판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스테인리스강은 가공성과 가

격, 기계적 강도, 비저항 등은 월등히 우수하지만 고

분자 전해질 연료전지 환경에서 부식이 발생하여 전

해질 막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표면에 부동태 피

막을 형성함으로써 전기 전도도가 급격히 감소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가격과 물성면에서

우수한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분리판 적

용하기 위하여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0-12).

본 연구에서는 금속 분리판의 모재로 널리 사용

되고 있는 스테인리스강보다 낮은 가격의 일반 철

강재를 표면 개질하여 연료전지 분리판의 요구특성

을 만족하고자 하였다. 고분자전해질 연료전지의 분

리판에 적합한 전기전도성 및 내식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재 표면에 크롬(Chromium)을 도금하였으

며, 크롬도금층의 두께를 달리하여 질화처리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연료전지

의 부식환경 내에서 내식성 및 면간접촉저항을 측

정하여 분리판으로서의 적용가능성을 확인하였다.

2. 실험방법

본 실험에서 사용한 일반 철강재로는 저탄소강

(A-283C)을 모재로 사용하였다. 0.094C, 0.51Mn,

0.012P, 0.005S, 0.017Si, balance Fe의 조성(wt%)을

가지며 두께 2.2 mm의 기판을 사용하였다.

크롬을 도금하기 전, 모재의 표면조도를 높이기

위해 표면연마를 시행하고 산세와 수세처리를 행하

였다. 크롬 도금욕은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250 g/l의 무크롬산(CrO3)과 2.5 g/l의 황산(H2SO4)을

사용하는 사전트(Sargent) 도금욕을 만들었다. 도금

은 50oC에서 전류밀도 0.25 A/cm2를 인가하였을 때,

시간당 5 µm의 도금층이 형성된 것을 확인하여 각

각 1시간, 2시간의 도금시간을 가져 5 µm, 10 µm의

도금층을 형성하였다(표 1). 크롬도금 이후 초음파

수조 내에서 아세톤으로 탈지하고 24시간 상온건조

한 뒤, 질소압력 100 torr, 질화온도 1000oC, 2시간

유지하는 동안 질화처리를 실시하였다. 크롬은 열역

학적으로 산소와 먼저 반응하여 산화물을 형성하므

로 진공분위기에서 실험을 행하였으며, 분당 10oC의

승온속도로 온도를 상승시켰다.

표면개질된 시편은 주사전자현미경(SEM)을 사용

하여 질화처리 전과 후의 크롬의 확산여부 및 미세

구조를 관찰하였으며, X-선 회절분광기(XRD)를 이

용하여 상분석을 하였다. 연료전지로의 적용가능성

을 확인하기 위해 연료전지 작동환경과 유사한 산

화성 분위기(0.1 N H2SO4+ 2 ppm F−)를 모사하여

80oC에서 동전위 분극실험을 통해 내식성을 평가하

였다. 또한 연료전지의 전기전도도 특성을 확인하

기 위해 면간접촉저항(Interfacial Contact Resistance,

ICR)을 측정하였다. 면간접촉저항시험은 Davies와

Wang에 의해 확립된 방법을 이용하여 압력을 가하

면서 기체확산층으로 사용되는 탄소지와 표면개칠

층과의 저항변화를 관찰하였다13). 그림 1에 보이는

바와 같이 시편을 두 개의 구리 지그들 사이에 탄소

지와 측정하고자 하는 시편을 각각 놓고 두 개의 구

Table 1. Bath composition and plating parameter for

Chromium plating

Chromium plating

Bath (g/l)
CrO3 250

H2SO4 (97%) 2.5

Temperature (oC) 50

Current density (A/cm2) 0.25

Anode Pt

Plating time (hr) 1∼2

Fig. 1. Interfacial contact resistance tes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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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지그들을 샌드위치 모양으로 포갠 후 수직으로

압력을 150 N/cm2까지 점차 증가시키면서 면간접촉

저항을 측정하였다. 저항을 측정하면 최종적으로 구

하고자 하는 탄소지와 표면개질층과의 저항(R②) 이

외에 탄소지와 구리 지그의 저항(R①+R④), 탄소지와

모재와의 저항(R③)이 전체적으로 측정된다. 아래의

식과 같이 전체 측정된 저항 값에서 탄소지와 구리

지그의 저항, 탄소지와 모재와의 저항값을 빼주면 탄

소지와 표면개질층과의 저항이 구해진다.

ICR calibration:

R② = (R① + R② + R③ + R④) − (R① + R④) − R③

3. 결과 및 고찰

3.1 구조적 분석

그림 2는 각각 5 µm, 10 µm로 크롬을 도금한 저탄

소강의 표면 및 단면에 대한 미세구조 관찰 결과이

다. 5 µm의 두께로 크롬도금된 시편의 표면(그림 2(a))

의 미세구조를 관찰한 결과, 그림에 표시된 바와 같

이 다수의 크랙이 관찰되었다. 표면에 존재하는 크

랙은 도금층에 존재하며 이는 시편의 단면(그림 2(b))

미세구조 관찰을 통해 확인되었다. 또한 도금층과

모재와의 경계면에서 다수의 기공이 확인되었다. 이

러한 크랙과 기공들은 경질 크롬도금시 두께가 매우

얇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실험 결과에서 관

찰되었으며, 도금과정에서 크랙을 제거하는 것은 어

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14). 10 µm로 크롬도금된 시

편의 표면(그림 2(c)) 및 단면(그림 2(d))의 미세구

조 관찰 결과에서도 5 µm로 크롬도금된 시편의 미

세구조 관찰 결과와 동일하게 다수의 크랙과 기공

들이 관찰되었다.

그림 3은 질화처리 이후의 크롬도금층 및 모재의

조직변화를 관찰한 결과이다. 5 µm의 두께로 크롬

도금을 한 저탄소강의 질화처리한 시편의 표면을 관

찰한 결과(그림 3(a)), 전반에 걸쳐 평평한 형태로 크

롬질화물이 형성되었다. 단면의 미세구조(그림 3(b))

에서는 소수의 기공이 관찰되었는데, 이는 질화처리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질화처리과정에서

크롬질화물이 성장하면서 생성되었거나 또는 질화

처리 전에 존재하였던 크랙에 의해 생성된 것으로

보인다. 10 µm의 두께로 크롬도금한 시편의 질화처

리 이후 단면구조 관찰(그림 3(d))에서도 크롬질화

층과 모재와의 경계부근에서 미세기공이 관찰되었

다. 그러나 표면구조 관찰(그림 3(c))에서는 볼록한

형태의 크롬질화물이 전반에 걸쳐 균일하게 형성된

것으로 알 수 있었다. 그림 2(b)에서 관찰되었던 크

랙의 경우 질화과정에서 크롬질화물의 생성으로 인

하여 제거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크롬도금층의

Fig. 2. Microstructures of the surface and the cross

section of 5 µm (a, b), 10 µm (c, d) Chromium

elec-   troplated on carbon steel.

Fig. 3. Microstructures of the surface and the cross

section of, thermally nitrided 5 µm (a, b), 10 µm

(c, d) Chromium electroplated on carbon steel at

100 torr N2 1000oC 2 hour.

Fig. 4. EDS analysis of Chromium electroplated sample

and 10 Chromium nitrided layer at 100 torr N2

1000oC 2 h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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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께가 두꺼워질수록 크롬질화물층 역시 두꺼워지

는 경향을 보였으며, 크롬질화물 입자 또한 보다 균

일하게 형성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크롬의 양이 증

가함에 따라 형성되는 크롬질화물의 양 또한 증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질화처리 과정에서 크롬의 확산성을 확인하기 위

해 모재 깊이별 성분분석을 실시하여 확산정도를 확

인하였다(그림 4). 시편은 10 µm의 두께로 크롬도금

한 시편을 사용하였으며, 질화처리 전⋅후의 크롬의

확산정도를 확인하였다. 분석은 에너지분산형분석기

(EDS)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질화처리 전 시편(그

림 4(a))에서는 크롬은 단지 크롬도금층에서만 성분

이 확인되었지만, 질화처리 이후(그림 4(b))에는 크

롬이 모재 내부로 확산되어 모재 내부에서 크롬 성

분이 검출되었다. 또 다른 결과로 모재 내부로 확산

된 크롬과 모재의 철 성분이 공존하는 구간이 확인

되었다. 이 구간은 단지 크롬이 확산하여 철 입자와

크롬 입자들이 공존하는 구간으로 새로운 상은 형

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질소의 경우, 표면의 크

롬도금층과 먼저 반응하여 크롬질화물을 형성하므

로 시편 표면에서 대부분 관찰되었다. Cr2N과 Fe4N

의 온도에 따른 형성엔탈피와 깁스 자유에너지를 보

면(표 2), 크롬과 질소간의 결합력이 철과 질소간의

결합력보다 강하므로 크롬질화물을 먼저 형성하게

되어 질소-철 간의 결합에 의한 질화물 형성은 어려

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이후 XRD 분

석에도 관찰할 수 있었다(그림 5).

그림 5는 질화처리 전의 시편과 1000oC에서 질화

처리한 시편에 대한 XRD 분석결과 값을 나타내었

다. 질화처리 전 시편에서 크롬의 특성피크가 미약

하게 관찰되었는데, 이는 크롬은 완전히 결정화되지

못하고 비정질 형태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

면 크롬도금층 두께 5 µm와 10 µm를 질화처리한 시

편 모두 Cr2N의 특성피크가 확인되었다. 선행 연구

에서 Cr2N의 비저항은 79∼89 µΩ⋅cm인데 반해 CrN

의 비저항은 600∼800 µΩ⋅cm로 Cr2N의 비저항은

CrN에 비하여 1/8 정도 수준 밖에 되지 않아 Cr2N

만을 생성시킬 경우 비저항을 낮출 수 있다고 보고

되고 있다10). 또한 Cr2N의 경우 질소압력 100 torr에

서 980oC 이상의 온도에서 안정적으로 형성된다고

보고되고 있으며10,15), 본 연구의 실험결과에서도

1000oC 질화처리 온도에서 Cr2N이 형성됨을 확인하

였다.

 

3.2 내식성 실험

연료전지 스택 내부의 전해질 분위기를 모사한

0.1 N H2SO4+ 2 ppm F− 80oC의 전해질 수용액에서 그

림 6은 크롬도금층 두께 5 µm와 10 µm를 질화처리

한 시편의 내식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료전지의 스

택 내부와 유사한 분위기 내에서 동전위 분극실험을

실시한 결과 값이다. 일반적으로 연료전지의 반응은

산화전위(−0.1 V)에서의 전류밀도를, 환원전위(0.6 V)

에서의 전류밀도를 나타내며, 따라서 분리판은 산화

전위와 환원전위의 전류밀도에서의 부식속도가 의미

를 가지게 된다15). 일반 탄소강(A-283C)보다 질화처

리 후 시편들이 전류밀도가 낮아져 내식성이 향상되

는 결과 값을 확인하였다. 질화처리 이후의 모든 시

편은 산화전위까지 전류밀도가 감소하고 전위가 높

아지면서 다시 전류밀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크롬도금층 두께가 5 µm, 10 µm인 질화처리 후 시편

Fig. 5. XRD patterns of Chromium nitrided layer.

Table 2. Thermochemical data of Cr2N and Fe4N

Name Temp (oC) H (kJ/mol) G (kJ/mol)

Cr2N 1000 −231.71 −68.34

Fe4N 1000 −298.11 120.86

Fig. 6. Potentiodynamic curves of thermal nitrided

Chromium plating on carbon steels in 0.1 N

H2SO4 + 2 ppm F− at 80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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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산화전위에서의 전류밀도는 5.66 × 10−7A/cm2, 2.13

× 10−7A/cm2이며, 환원전위에서의 전류밀도는 각각

1.07 × 10−5A/cm2, 9.16 × 10−6A/cm2로 나타나 10 µm

의 시편이 더 우수한 내식성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크롬도금층의 두께가 두꺼워지면 많은 양

의 크롬이 질소와 반응하여 두꺼운 크롬질화물층을

생성하여 내식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크랙이나 기공

이 많이 형성되지 않음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러한

결과는 앞서 미세구조 관찰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3.3 면간접촉저항

 연료전지의 효율은 연료전지 스택에서 만들어진

전기를 외부회로에 효과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얻어

지게 되는데, 이때 전극과 접촉한 분리판의 면간접

촉저항이 낮을수록 연료전지의 효율이 향상된다16).

금속분리판은 보통 150∼180 N/cm2의 압력으로 체결

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150 N/cm2 최종 압력하중에

서 질화처리 시편의 면간접촉저항을 측정하였다. 그

림 7은 모재로 사용된 저탄소강(A-283C)과 크롬도금

층 두께 5 µm와 10 µm를 질화처리한 시편에 대한

면간접촉저항을 비교한 결과이다. 초기 저항에서는

질화처리된 모든 시편이 저탄소강보다 낮은 저항값

을 보였으며, 압력하중이 증가됨에 따라 각각의 시

편의 저항값이 감소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최종 압

력하중(150 N/cm2)에서 저탄소강의 면간접촉저항값

은 118 mΩ ·cm2으로 측정되었으며, 크롬도금층 두께

5 µm, 10 µm에서는 24 mΩ ·cm2, 17 mΩ ·cm2로 면간

접촉저항 값이 확인되었다. 가장 낮은 면간접촉저항

값을 보이는 크롬도금층 두께 10 µm를 질화처리한

시편의 경우 미세조직 관찰에서 크롬질화물층이 두

껍고 균일한 결정립 크기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조

밀하게 형성되어있어 가장 안정적인 면간접촉저항

값을 보여주고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용 분리판

으로 스테인레스강보다 낮은 가격의 일반 철강재인

A-283C 저탄소강을 사용하여 표면에 5 µm, 10 µm

두께로 크롬도금 후 질소압력 100 torr에서 1000oC

온도로 질화처리하여 표면개질을 시도하였다. 질화

처리하는 과정에서 크롬도금층에 존재하였던 균열

을 제거할 수 있었고, 모재에 비저항이 우수한 Cr2N

만 존재하는 크롬질화물층을 안정적으로 생성시킬

수 있었다. 크롬질화물층의 조직관찰 결과, 크롬도

금층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크롬질화물의 생성되는

양이 많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크롬의 확산

으로 크롬질화물층과 모재사이에 크롬과 철이 공존

하는 영역이 생성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질

화처리를 통하여 안정된 크롬질화물을 형성시킴으

로써 내식성 향상 뿐만 아니라 면간접촉저항 또한

낮출 수 있었다. 모든 조건의 시편은 저탄소강(A-

283C)과 비교하여 면간 접촉저항이 낮고 내식성이

우수하였다. 특히 크롬도금층 두께 10 µm를 질소압

력 100 torr로 1000oC에서 질화처리한 시편의 경우

내식성 향상 뿐만 아니라 면간 접촉저항 또한 가장

우수하게 측정되어 분리판으로서의 활용가능성을

높였다고 확인하였다. 표면 개질을 통해 저가의 저

탄소강을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 금속계 분리판으

로서 활용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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