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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전지 차량용 금속분리판 개발

*진 상문1), 양 유창2), 김 세훈3)

Development of Metaal Bipolar plates for Fuel Cell Vehicles
*Sangmun Jin, Yoo Chang Yang, Sae Hoo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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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Currently, the bipolar plates are fabricated mainly from graphite materials. However, 

metal bipolar plate are getting most attractive due to their good feasibility of mass production and

low cost. In this study, metal bipolar plates for fuel cell Vehicles were developed with a concept 

based on the straight flow patterns to minimize the pressure drop and spring back. And molded gasket

apply to the bipolar plate for improve sealing performance. Results show that the metal bipolar 

plate have a high potential to replace for graphite materials in fuel cell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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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연료전지는 연료가 갖고 있는 화학에너지를 

연소 과정 없이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에너지

변환 장치로서 기존의 다른 에너지 변환 장치와

는 달리 Carnot cycle의 제한을 받지 않아 에너지 

효율이 매우 높고, 공해배출이 거의 없으며, 휴대

폰이나 노트북 배터리에서부터 자동차용 동력원, 
대규모 열 병합 발전 시스템까지 그 적용범위가 

매우 넓어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다. 
그 가운데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Polymer 

Electrolyte Exchange Fuel Cell, PEMFC)는 다른 연

료전지에 비해 낮은 온도인 약 65 ~ 80℃ 정도에서 

작동하며, 시동시간이 짧고 높은 전류밀도를 갖기 

때문에 전세계 유수의 자동차 회사들은 차세대 청

정 수소자동차의 동력원으로써 고분자 전해질 연

료전지(PEMFC)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연료전지가 상용화 되기 위하여는 먼저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들이 다수 존재하며, 이중 스

택 가격의 60~70%를 차지하는 분리판을 들 수 있

다. 분리판은 bipolar plate라고 불리우며, 한쪽 

면에는 anode gas channel이, 다른 쪽 면에는 

cathode gas channel이 새겨져 있는 전기전도성 판

으로, 막-전극 접합체 및 가스 확산층(MEA & GDL)

을 지지해주고, anode와 cathode에 각각 연료와 산

화제를 공급해 주는 통로 역할을 하며, anode에서 

생성된 전자를 전달하는 current collector 역할

과 함께 전지 운전 중에 생긴 물을 제거해 주는 통

로 역할을 한다. 분리판 재료로서의 요구사항은 전

기전도성과 내부식성이 좋고 화학적으로 안정적이

어야 하기 때문에, 이에 적합한 흑연계 소재가 널리 

이용된다. 하지만 이는 분리판 가격을 상승시키고 

구조적 강도를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가의 흑연 분리판을 대

체할 수 있는 금속 분리판을 설계, 제작하였으며 

이를 실제 연료전지 차량에 탑재하여 금속분리판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있다.  

2. 금속분리판 개발

금속분리판의 개발단계는 분리판 설계(기밀구

조 설계), 성형, 표면 코팅 및 기밀 구조 제작의 

총 4단계로 나누어진다. 

2.1 금속분리판 설계

금속분리판은 금속계열의 얇은 박판을 스탬핑

공법으로 유로를 제작하는 방식으로 제작됨으로

서, 기존의 흑연분리판 대비 제작 비용을 현저히 

절감시킬 수 있다. 또한 충격에 약한 흑연분리판

의 경우에는 기계적 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일

정 두께의 버퍼부를 두어야 하지만(Fig 1), 기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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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두께 ↑ 채 폭↑ 채 깊이↑

단면형상 × ○ ×
스 링백 △ ○ ×
스택성능 × × ×
스택차압 × ○ ○

물성이 뛰어나며 Gas유로와 냉각수 유로가 일체

로 구성되는 금속분리판 구조적 특성 상, 스택의 

사이즈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Fig.2)

Fig. 1  흑연분리판 단면

Fig. 2  금속분리판 단면

하지만 금속분리판의 단점은 Gas유로와 냉각

수 유로가 한 번의 성형으로 일체화되기 때문에 

하나의 유로 디자인이 결정되면, 그 반대면에 존

재하는 유로의 설계 자유도가 없어진다는데 있다. 
기존 흑연분리판의 경우, 양면의 유로가 서로 구

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각 유체에 맞는 최적의 

유로를 설계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설계상의 난점을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반응기체의 원활한 공급과 반응에 의해 생

성된 배출수를 적적히 제거할 수 있는 유로를 설

계하기 위해 3가지 Type의 유로패턴을 고안하였

다. 
기존 흑연분리판을 기반으로 한 Serpentine 

flow type인 Type A, 기본적으로 직선유로 개념으

로 수직 분기되는 형상을 가진 Type B 그리고 

Type B와 기본 형태는 동일하면서 수평 분기 유

로를 가지는 Type C로 구분하였으며 각 Type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3셀 분량의 분리판을 기계

가공으로 제작하여 성능평가를 수행하였다. 스택

성능의 경우 Type A를 기준으로 Type B는 10%, 
Type C는 동등 수준을 보였으나, 차량 시스템 내

에서 허용 가능한 Cathode측 차압을 고려하여 

Type C의 패턴을 채택하였다.

금속분리판의 유로패턴이 고정되면 반응기체

의 통로가 되는 채널/랜드의 상세 형상 및 채널의 

높이를 결정해야 한다. 이 때 고려되어야 할 사항

으로는 성형성(단면 형상), 분리판 적층 용의성(스
프링백), 스택 성능 및 차압 성능 등이 있으며 다

음의 표 1에 각 설계 인자들이 미치는 영향을 나

타내었다. 표 1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성형성과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설계 인자들이 상반되는 

경향이 보이고 있으며, 현재 이러한 설계인자 결

정은 설계자의 경험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따라

서 향후 각 인자간의 미치는 영향 및 상관관계를 

체계화 또는 수치화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Table 1  금속분리판 유로 설계 인자

분리판의 전반적인 형상 설계가 완료되면, 최
종적으로 이 형상에 적합한 기밀구조를 결정해야 

한다. 기밀 구조는 스택에 사용되는 유체의 외곽 

씰과 각 유체간의 기밀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연료전지에서는 가장 중

요하게 고려되는 사항이다.
연료전지 작동 중, 기존의 흑연 분리판에서는 

국부적인 변형이 발생하지 않는 관계로, 스택 제

작 시 분리판 파손에 의한 기밀 누설만이 고려되

었으나, 얇은 박판을 이용하는 금속 분리판에서는 

파손보다는 작동 유체의 압력차에 의한 국부적인 

변형 발생과 이로 인한 기밀 누설이 가장 큰 문제

점으로 대두되었다. 따라서 분리판 기밀 구조 설

계 시, 정적인 상황에서의 기밀 성능뿐만 아니라 

연료전지 작동 하의 다양한 압력 조건 하에서의 

기밀 성능이 고려되어야 한다. 
 
2.2 금속분리판 성형

금속분리판 실물을 제작하는 성형 단계에서는 

분리판의 치수 정밀도와 스프링 백과 같은 성능 

측면과 함께 Cycle time, 금형 수명과 같은 생산성 

측면들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기존 자

동차 분야에 적용되는 성형품과 달리 얇은 박판

에 미세 유로를 초정밀 성형해야 하며 연료전지 

차량 한 대당 수백장의 분리판이 0.1%이하의 품

질 편차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위 두 측면을 동

시에 만족시키는 성형 공법 개발이 중요하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성형 기법으로는 기본적

으로 기계식 프레스를 이용한 스탬핑 공정이 일

반적이나, 금속분리판의 경우 성형성이 난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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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phite 316L 개발 분리판

SUS계열의 금속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계식 프레

스의 단점을 보완한 유압 프레스 성형 그리고 일

반 프레스의 펀치 대신 고무를 사용하는 고무 성

형법 등이 있으며, 그 외 롤 성형법 등의 선행 기

법들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검토 중에 있다. 
당사에서도 앞에서 언급한 다양한 성형기법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기계

식 프레스를 이용한 스탬핑 공정과 동등한 양산 

수준 확보를 전제로 하고 있다. 또한 소재 두께를 

최대한 얇게 가져가면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분

리판 파단을 방지하기 위해 다단 성형법을 기본

으로 고려하고 있다. 
 
2.3 금속분리판 코팅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금속 소재는 기계적 

강도가 우수하고 가격이 저렴하지만, 흑연에 비해 

내부식성 및 전기 전도성이 좋지 않은 단점이 있

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표면 처리 기술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SUS계열의 금속 소재는 내부식성

이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으나, 연료전지의 Anode
와 Cathode의 작동 전압은 –0.24 V (vs. SCE)와 

0.6 V (vs. SCE)로 부식에 취약한 상황에 노출되

어 있어 미국 에너지성(Department of Energy, 
DOE)에서는 금속계 분리판의 내식성 개발 목표

를 부식속도 1uA/cm2 미만으로 잡고 있다. 
이에 당사에서는 흑연 소재와 동등 수준의 내

부식성과 전도성을 가지는 표면코팅 기법을 개발

하였으며 그 내구 결과를 Fig. 3에 나타내었다. 기
계 가공으로 흑연분리판의 경우 단면 형상이 설

계치와 거의 동일하지만, 프레스 성형으로 제작되

는 금속분리판의 경우는 흑연분리판 대비 치수 

정밀도가 현저히 떨어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재 및 코팅 특성을 제외한 이외의 변수를 최소

화 하기 위해 50*50mm 크기의 시편을 기계가공

하여 시간에 따른 성능 변화를 관찰하였다. 

Fig. 3  분리판 소재에 따른 성능 변화율

초기 성능은 당사 개발사양, 흑연, SUS모재 순

으로, 내구 성능 감소율은 개발사양, SUS모재, 흑
연 순의 결과를 보이고 있어, 개발 사양의 전기전

도성 및 내부식성이 흑연대비 우수한 것을 알 수 

있다. 특이한 점은 흑연의 내구 성능이 SUS모재 

자체보다도 낮게 나온다는 것이며, 이는 흑연 분

리판 표면의 흑연 입자들이 시간에 따라 쓸려 나

감으로써 초기 대비 성능 감소율이 가장 큰 것으

로 사료된다.
현재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표면 코팅 방법

은 당사 연료전지 차량에 적용되고 있으며, 최종 

차량 상태에서의 내구 성능을 검증 중에 있다. 하
지만 본 개발 사양은 건식코팅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연료전지 차량 양산에는 부적합한 사양으로, 
당사에서는 습식 또는 고분자 코팅과 같은 양산

성이 보장되는 코팅 공법에 대한 개발이 추가로 

진행하고 있다.

2.4 금속분리판 기밀 구조 제작 

코팅까지 완료된 분리판은 최종 기밀 구조 제

작 공정을 거치게 된다. 기밀 구조는 설계 단계에

서 기본적인 구조 및 제작 공법이 결정되기 때문

에 설계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당사에서는 코팅이 끝난 분리판에 가스켓 사

출을 통해 분리판과 일체화 시키는 공법을 고려

하고 있으며, 가스켓 소재의 저가화, 소재 이용율 

향상 그리고 공정 시간 최소화를 목표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3. 차량용 스택 개발

본 연구의 최종 목표는 금속분리판을 장착한 

차량용 스택 개발에 있으며 이를 위해 차량용 스

택 제작 전 단위셀에서 100셀 단위의 스택 모듈단

위에서 분리판 적층성 및 구조(기밀) 안정성 그리

고 기본 성능/차압 등의 평가를 수행하게 되며 금

속분리판 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Andoe/Cathode 유로가 각기 성형된 두 판을 겹

쳐 하나의 분리판 Set을 구성하게 되고 그 사이를 

냉각유로로 이용하게 된다. 이렇게 구성된 분리판 

Set사이에 MEA  및 GDL을 삽입하여 하나의 셀을 

구성하게 된다. 연료전지  차량에서는 이러한 셀

을 수백장 적층해 내연기간의 엔진에 해당하는 

스택을 제작하게 된다.
Fig. 4는 현재 당사 연료전지 차량에 탑재되는 

금속분리판 스택 성능을 나타내고 있다. 기존 흑

연분리판 대비 90%수준의 성능을 나타내고 있으

나 흑연분리판 대비 분리판 제작 비용을 1/5 수준

으로 절감시킴으로서, 양산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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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입장에서는 그 효과가 절대적이라 할 수 있

을 것이다. 향후 성형 및 코팅 개선을 통해 흑연 

분리판 대비 동등 수준의 성능 향상과 분리판 생

산 라인 구축을 통해 현수준의 1/10 수준의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료전지 차량용 스택은 자동화 장비를 이용

하여 스택을 적층 하였으며, 기존 흑연 분리판 대

비 모듈 길이가 70%수준으로 축소되었다.

Fig. 4  금속분리판 스택 성능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고가의 흑연 분리판을 대체할 

수 있는 금속 분리판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통해 

분판 제작 비용을 1/5수준으로 절감할 수 있었다. 
향후 당사 분리판 개발 방향은 스택 성능과 직접

적인 연관이 있는 분리판 성형 기술 향상, 양산형 

코팅 기법 개발을 통해 기존 흑연분리판 이상의 

성능 향상과 기밀구조 안정성 향상을 통해 수소 

안전성을 도모하는 것이다. 또한 자동화 생산라인 

구축 및 원가 절감을 통해 연료전지 차량 양산화

에 대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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