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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자 복합소재를 이용한 DMFC용 분리판 개발
*손 동언1), 심 태희2), 송 하영3), 정 은미4), 신 용5), 황 상문6)

Development of Polymer composites Materials for DMFC Bipolar plates
*Dongun Son, Taehee Shim, Hayoung Song, Eunmi Jung, Yong Shin, Sangmoon Hwang

Abstract : 연료전지 분리판은 연료전지 스택을 구성하는 부품 중에서 가장 많은 수량이 사용되는 부품의 하나로서

연료전지의 출력밀도(Power Density, W/L), 비출력(Specific Power, W/kg) 및 가격($/kWe) 관점에서 가능한 저가의 소

재 및 제조공정으로 경량, 박형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핵심 부품이다. 이러한 저가의 경량, 박형화 분리판 개발의 전제

조건은 연료전지 스택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물성, 장기수명 및 신뢰성은 나타내는 내구성을 만족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

듯 연료전지 분리판은 다음과 같은 요구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높은 전기전도도, 전기화학적 부식 저항성, 화학적 안전성,
가스 기밀성, 기계적 강도 및 가공성 등이라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분리판의 요구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분리판을 제작하기 위하여 고분자 복합소재(PCB; Printed 
Circuit Board)를 이용하여 전기도금을 통해 Cu/Au(1st PCB 분리판)과 Cu/Ni/Au(2st PCB 분리판)을 코팅하여 분리판을

제작하였다. 제조된 분리판을 이용하여, 접촉저항, 부식특성, 가스 기밀성, 기계적 강도를 분석하였으며, 단위전지를 제작

하여 상용 Graphite 분리판과 성능을 비교분석하였다.

Key words : DMFC(직접메탄올 연료전지), Polymer Composites(고분자 복합소재, Bipolar plate(분리판), COMSOL
SIMULATION(컴솔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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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crip

PCB : printed circuit board 
BP: bipolar plate
GDL: gas diffusion layer
MEA: membrane electrode assembly
W: width
dp: depth
R: Resistance
DOE: Department of Energy
★

1. 서 론

양극판(bipolar plate) 또는 유로판(folw 
field plate)으로 불리는 분리판(separator)은 
고분자전해질 연료전지 스택의 핵심 부품으로서 
한쪽 면에는 Anode용 가스유로가, 다른 쪽 면에
는 Cathode용 가스유로가 새겨져 있는 전기전도
성 판이다. 분리판은 Anode에서 생성된 전자를 
다음 셀의 Cathode 쪽으로 전도해주는 집전판 역
할을 하며, MEA를 지지해주고, Anode 및 Cathode 
쪽으로 각각 연료와 산화제를 공급해주는 통로를 
제공해 주는 동시에, 전지운전 중에 생기는 물을 
제거해주는 통로 역할을 한다. 또한 연료전지의 
운전시 발생하는 열을 효과적으로 방출하여 일정

한 온도의 운전조건을 유지하기 위한 역할도 포
함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일반적으로 분리판이 가져야 할 특성은 다
음과 같다.

첫째, 연료전지의 높은 효율을 위해 분리판에 
의한 전압 손실은 최소화 되어야 하므로 전기 전
도도가 좋아야 한다. 1 A/㎠의 전류로 작동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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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을 위해서는 전압 손실은 최소한 10 ㎷
/plate가 적당하므로 분리판의 저항은 각 plate 
당 10 mΩ․㎝ 보다 작아야 하는데 이는 금속과 몇
몇 반도체에 해당하는 저항 값이다.

둘째, 공급되는 수소와 공기의 흐름을 완벽하
게 분리해야 되는데 연료가스들의 누설은 안전성 
및 효율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므로 가스 투과
율은 매우 낮아야 한다. 1 A/㎠의 전류로 작동 시 
전극 표면의 단위 면적 당 즉 1 ㎠의 면적에 2.1 
X 10-5 moles/sec의 수소와 접하게 되며 작동 조
건이 90 ℃, 2 atm일 경우 매초 당 접하는 수소의 
부피는 0.31 ㎤에 해당하게 된다. 안전성 및 효율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인 0.5 %의 누설 rate
를 취할 경우 분리판의 최대 가스 투과도는 1.0 X 
10-4 ㎠/sec-㎠ 이어야만 한다.

셋째, 제조 단가가 낮아야 한다. 원재료의 값
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분리판 제조 시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어야만 연료전지의 대중
적인 상용화가 가능할 수 있다. 미국 에너지성의 
분리판 상용화 목표 가격은 $10/kW이다.

넷째, 작동 조건이 가압 상태이며 연료 가스의 
유출을 막기 위해 스택 간 밀착을 하게 되는데 이
러한 힘을 지탱해줄 만큼 충분한 기계적 강도가 
요구되므로 50 ㎫ 이상의 강도를 가져야만 한다.

다섯째, 사용되는 전해질 내에서 내부식 특성
이 있어야한다.

여섯째, 고분자전해질 연료전지의 성능 및 내
구성은 운전온도에 민감하므로 운전시 발생하는 
열을 효과적으로 방출할 수 있는 열전도도가 우
수해야한다. 현재 사용되는 분리판으로는 금속 
분리판, 카본 복합체 분리판 등이 있지만, 금속 
분리판은 가공성, 부식성 등의 문제로 상이 제한
되고 있으며, 흑연(카본 복합소재 포함) 분리판
은 기계 가공에 의한 유로 성형 비용이 높은 문제
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분리판 재료를 
대체하기 위해 고분자 복합소재를 이용하여 분리
판을 개발을 실시하였다.

2. 실 험  

2.1 PCB 분리판 제조

2.2.1 분리판 표면 코팅

1) Cu/Au 표면 코팅(1st PCB BP)   
고분자 복합소재로 구성된 PCB는 epoxy와 Cu로 

구성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70㎛두께의 동박을 
가지는 형태로 사용되어졌다. 이러한 PCB를 이용
하여 연료전지 분리판에 사용될 수 있도록 PCB의 
Cu 부분을 4Layer 형태로 설계하여 도시하였다
(Figure 1, ). PCB를 이용하여 연료전지 분리판을 
구성하기 위하여 epoxy(500㎛)를 중앙에 두고 양
면에 Cu(35㎛) 동박을 가지는 형태로 구성한다. 
또한 화학 도금을 통해 Cu(15㎛)를 1차 도금 한 
후 다시 전기도금으로 양면에 Cu(10㎛)를 도금하
여 제작하였다. 이렇게 제작되어진 PCB 원판에 각
각의 셀이 전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패턴
(pattern)을 설계한 후 에칭을 통해 도금되어진 
Cu를 제거한다. 패턴까지 삽입된 PCB 원판 2장을 
위, 아래로 겹쳐 드릴 가공 후 Prepreg(고분자성 

접착제, 내진) 500㎛를 주입한다. 이때 PCB 원판 
표면에 위치한 Prepreg를 제거한 후 유로를 가공
하여 4Layer Type의 분리판을 제작하였다. 이렇게 
제작된 4Layer Type의 분리판은 향후 분리판에 위
치한 MEA 각각의 전극을 연결할 수 있는 역할과 
각각의 셀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전극의 유로가공을 마친 PCB 원판에 Au(Gold 5㎛)
를 화학도금(무전해 도금, Electroless Plating)
하여 전기전도성을 갖게 하였다. 

2) Cu/Ni/Au 표면 코팅(2st PCB BP) 
PCB를 기본으로 한 연료전지에서 집전체 역할

을 하는 동(Cu)박의 낮은 부식성과 전기전도성을 
방지하기 위해 동(Cu)박 위에 Au 화학도금(1st 
PCB BP)을 수행하였으나 낮은 경도성과 Cu 표면과
의 낮은 밀착력으로 인하여 부식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계면과 막의 저항을 증가
시켜 성능저하를 일으킨다. 특히 이는 메탄올이 
연료로 공급되는 Anode 쪽에서 더욱 문제가 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Ni(1~3㎛)/Au(5㎛)의 전기
도금을 추가하였다 (Figure 1, (d)). Ni/Au의 전
기도금은 종래의 화학도금에 비해 다음과 같은 장
점을 가지고 있다. Ni/Au 전기도금 전착 층은 화
학도금의 전착 층에 비해 미세한 결정립이 형성되
고, 전착 층 내의 기공도를 감소시킨다. 또한 Au 
화학도금에서의 낮은 경도성을 해결함으로써 전착 
층의 밀착성을 개선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화학도금의 성능 결과와 Ni/Au의 전기도금에서의 
성능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a) PCB 표면 코팅 및 패턴 설계

(b) 유로 설계(Anode, W=1mm, dp=0.5mm/ 
Cathode, W=1mm, dp=0.6mm)

(c) Au 표면 코팅

(d) Ni/Au 표면 코팅
Fig. 1  PCB BP Manufactur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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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3.1 PCB 분리판 물성평가

1) 접촉저항
접촉저항 측정을 위한 조건으로 접촉저항에 

비해 관통저항이 낮다는 조건하에 관통저항을 무
시하였으며, 접촉저항 R1과 R2, R3는 다음과 같
다.

   

    

   

      

 여기서 RAu/GDL은 금도금 집전체와 GDL 간의 저
항, RBP/GDL은 PCB Bipolar plate와 GDL 간의 저
항, RGDL/GDL은 GDL과 GDL 간의 저항을 나타내며,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갖는다. 

 ×면적 와
간의접촉저항Ω㎠
 접촉저항의 측정 기준으로 미국 에너지성(DOE)
에서 정한 100~150N/㎠의 측정압력을 기준으로 
단면적 25㎠일 때 205~380kgf 값으로 계산하였
다. PCB 분리판의 접촉저항으로 Graphite 및 
STS304 분리판을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Figure 2). 접촉저항의 경우 Graphite가 가장 
낮게 나타났고, 접촉저항이 큰 순서는 Graphite 
< 2st PCB < STS304 < 1st PCB와 같았다. 이때 
STS303의 경우는 Compaction force가 증가할수
록 접촉저항이 낮아지는 현상을 확인 할 수 있
다. 또한 2st PCB 분리판은 Graphite의 접촉저항 
값과 근접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2  PCB BP Contact Resistance

2) 수소 투과도(기-액 투과도)
 낮은 기체 투과는 전류밀도 1 A/㎠에서 전극

의 단위 면적당 수소가 ×   이
하, 2기압 90 ℃에서 수소의 부피 0.31㎤에 해당
된다. 허용 가능한 0.5%의 가스 누출 량에서 최대 

수소 투과율은 ×  ㎤ ․㎠ 이다. PCB 분
리판의 수소 투과도를 측정하여, 상용 Graphite 
분리판과 비교하였다. Figure 3은 상용 Graphite 

분리판의 수소 투과도를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 것
이다. 상용 Graphite는 수소 투과도가 

× 의 값을 확인 할 수 있다. Figure 4
는 PCB 분리판의 수소 투과도를 측정한 결과이며, 

수소 투과도가 × 의 값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상용 Graphite 분리판 보다 좋은 결과를 
확인 할 수 있다.

Fig. 3  Commercial Graphite Bipolar Plates 
Hydrogen Transmittance

Fig. 4  PCB Bipolar plates Hydrogen 
Transmittance

3) 부식 특성
 PCB 분리판에 전기전도성을 갖을 수 있도록 고
분자 복합소재에 Cu/Au을 코팅하였다. 이때 
Cu/Au 전착 층은 current collector의 전기전도
성을 높여 성능 향상에 기여 할 수 있다. 하지
만, 직접메탄올 연료전지에서 연료로 사용되는 
메탄올과 전해질에 의한 부식이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 제작되어진 1st PCB 분리판의 경우 단
위전지 성능 실험을 통해 Cu/Au 전착 층이 심각
한 부식을 일으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부식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 Ni/Au를 전기
도금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으며, 1st PCB 분리
판과 2st PCB 분리판에 대한 부식 결과를 비교하
였다. 부식 실험 조건은 1M-H2SO4 + 2 ppm HF, 
상온에서 진행되었으며, OCV 상태에서 10분 동
안 안정화 후 -0.2 V ~ 1.0 V 구간에서 1 
mV/sec의 Scanning rate로 potential을 변화시
키며 부식 전류를 측정하였다.
 Figure 5는 PCB 분리판의 부식 전류에 따른 전
압 특성 그래프로 1st PCB 분리판 Sample No.1과 
No2, 2st PCB 분리판 Sample No1과 No2를 측정한 
결과이다. 1st PCB 분리판의 경우 2st PCB 분리판
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로 부식이 진행됨을 확
인 할 수 있다. 이는 Au 화학도금으로 인한 낮
은 경도성 및 Cu 표면과의 낮은 밀착력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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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부식이 발생함을 확인 할 수 있다. 2st PCB 
분리판의 경우 Ni/Au 전기도금 전착 층은 화학
도금의 전착 층에 비해 미세한 결정립이 형성되
고, 전착 층 내의 기공도가 감소하여 부식이 억
제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5  Corrosion Current-Voltage 
Characteristics of PCB Bipolar Plates

4) 굴곡 강도
 분리판의 굴곡 강도와 굴곡 탄성률을 통해 분
리판의 최대 강도와 유연성을 측정하고자 ASTM 
D790(Standard Test Methods for Flexural 
Properties of Unireinforced and Reinforced 
Plastics and Electrical Insulationg 
Materials)에 의거한 굴곡 강도 및 굴곡 탄성률
을 계산하였으며,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① 굴곡 강도 (Flexural strength)

  


여기에서 σ는 굴곡강도이며, P는 가해진 힘, L
은 지점간의 거리, b는 시편간의 거리, d는 시편
의 두께를 나타낸다.

굴곡 강도에 대한 실험 조건으로는 ASTM D790 
기준으로, Test load cell max는 0.5 ton, 
Support span은 32 mm, 그리고 Test speed는 0.85 
mm/min하였다. 사용되어진 실험장비는 
UTM(Universal Test Machine)과 Flexural Test 
Jig를 사용하였으며, 시편 규격은 세로 12.70 mm, 
가로 2.00 mm로 준비하여 측정하였다. Figure 6은 
상용 Graphite  분리판의 굴곡강도 이며, Figure 
7은 PCB 분리판의 굴곡강도이다. PCB 분리판이 상
용 Graphite 보다 6배 이상의 굴곡 강도를 확인 
할 수 있다.

Fig. 6   Flexural Strength of Commercial 
Graphite

Fig. 7 Flexural Strength of  PCB Bipolar 
Plates

5) SEM 분석
 PCB 분리판의 Cu/Au(1st PCB)Coating 및 
Cu/Ni/Au(2st PCB) Coating 상태를 확인하기 위
해 SEM Cross-sectional images를 측정하였으
며, Figure 8은 Epoxy(500 ㎛)를 지지체로 
Cu(Foil 35 ㎛ + 화학도금 10 ㎛+ 전기도금 15
㎛)의 약 60 ㎛ 코팅 층과 Au의 약 5 ㎛의 코팅 
층을 확인 할 수 있다. Figure 9는 Epoxy(500
㎛)를 지지체로 Cu(Foil 35 ㎛ + 화학도금 10 
㎛+ 전기도금 15㎛)의 약 60 ㎛ 코팅 층과 Ni의 
약 1 ㎛와 Au의 약 5 ㎛의 코팅 층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8  SEM Cross-sectional images of 1st PCB 
Bipolar Plates

Fig. 9  SEM Cross-sectional images of 2st PCB 
Bipolar Plates

3.2 PCB 분리판 유로해석

1) Bipolar Plate 유로 설계
 유로 설계는 COMSOL Simulation을 사용 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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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때 유로는 Serpentine Type으로 Anode의 
폭(W; 1mm)과 깊이(dp; 0.5mm), Cathode의 폭
(W; 1mm)과 깊이(dp; 0.6mm)로 설계하였다.

Manifold의 일정한 입구를 지나는 Anode 유동
은 2mL/min, Cathode는 350mL/min으로,  

  ∙ 으로 유량을 구할 수 있다.

Manifold의 면적은
 

  × × 

  이고, 

유동에 따른 연료극의 유속  

  




  
 , 

유동에 따른 공기극의 유속 

  




  
 으로

Manifold를 지나가게 된다. Manifold를 통하여 
흐르는 유속은 동일하지만 유동이 흐름은 
Manifold를 지나 4개의 채널로 배분되어 지는데, 
이때 각 채널마다 걸리는 압력과 속도분포를 구하
기 위하여 Navier-Stokes Equation을 적용하였다.

2) 2Channel식-1Cell(Single Cell)

 PCB 분리판 단위전지의 Anode는 W=1 mm, 
dp=0.5 mm의 모델링을 형상으로 ‘m'의 단위의 
모델링을 한 후 1/1000을 하였으며[Comsol의 기
본 Unit; meter], 유로의 단면적은 0.005 ㎠이
다. Figure 10은 Anode의 유속[Max=0.036(m/s)]
을 확인 할 수 있다.  Cathode는 W=1 mm, dp=0.6 
mm의 모델링을 형상으로 ‘m'의 단위의 모델링을 
한 후 1/1000을 하였으며, 유로의 단면적은 
0.006 ㎠이다. Figure 11은 Cathode의 유속
[Max=0.676(m/s)]을 확인 할 수 있다. Figure 12
는 실제 제작한 PCB 분리판을 나타내었다.

Fig. 10   Anode Velocity of Single Cell

Fig. 11   Cathode Velocity of Single Cell

Fig. 12  PCB Bipolar Plate(Single Cell)

제작한 PCB 분리판과 상용 Graphite 분리판과
의 성능을 비교하였으며, 성능 실험 조건은 Anode
에 1M-MeOH을 1㎖/min, Cathode에 Air 350cc/min
로 공급하여 2시간 동안 Activation을 한 뒤 24시
간 동안 유지 시킨 후에 실험 하였으며,  MEA의 
온도에 따른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온도별(40℃ ~ 
70℃)로 실험하였다.

 Figure 13은 Graphite 분리판의 단위전지를 
온도별로 실험한 I-V 성능 곡선이다. 온도가 70℃
로 승온 되었을 경우에는 0.4 V에서 약 175 ㎽/㎠
의 최대 출력을 보였다.  Figure 14는 PCB 1st 분
리판의 단위전지를 온도별로 실험한 I-V 성능 곡
선으로, 온도가 상승할수록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0.4 V에서 약 128 ㎽/㎠의 최
대 출력을 보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능 감소와 부식이 급격한 속도로 진행되며, Au 
도금이 박리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렇듯 1st PCB 분리판의 Cu에서의 부
식과 Au 도금의 박리 등을 억제하고 접촉저항을 
낮출 수 있는 방안으로 Ni(3㎛)/Au(5㎛) 전기도금
을 수행하여 2st PCB 분리판을 제작하여 성능을 측
정하였다. Figure 15는 2st PCB 분리판의 단위전
지를 온도별로 실험한 I-V 성능 곡선이다. 온도가 
70℃로 승온 되었을 경우에는 0.4 V에서 약 145 
㎽/㎠의 최대 출력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기존
의 1st PCB 분리판보다 높은 성능을 나타내고 있으
며, 48시간 후에 재 측정한 I-V 성능은 최대 143 
㎽/㎠로 크게 변화가 없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Cu에서의 부식 및 Au의 박리 현상이 거의 발
생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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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Current-Voltage Characteristics of 
Commercial Graphite Bipolar Plate

Fig. 14  Current-Voltage Characteristics of 1st 
PCB Bipolar Plate

Fig. 15  Current-Voltage Characteristics of 2st 
PCB Bipolar Plate

4. 결 론
 

1. DMFC 스택에 사용가능한 고분자 복합소재 
분리판이 성공적으로 개발되었으며, 기본 물성 
및 내구성 실험결과 상용 Graphote 분리판과 동
등하거나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2. 단위전지 성능테스트 결과 자체 개발된 유
로 성형 고분자 복합소재 분리판을 적용한 단위
전지가 상용 분리판 보다는 낮은 성능을 나타내
었으나, 고분자 복합소재 분리판을 이용하여 
DMFC 분리판으로 사용 가능성을 확인 할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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