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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화석연료를 포함한 부존자원의 고갈과 가격

등, 그리고 지구환경 오염에 한 기의식이 두

됨으로서 친환경에 지의 생산과 이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친환경에 지는 태양열, 

조력, 풍력 등과 같은 재생에 지와 핵융합, 연료

지 등의 신생에 지를 들 수 있으며, 각 분야에

서 다양한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연료

지는 열과 기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고, 소형화 

 이동이 가능하여  세계 으로 상용화 개발이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선박의 경우 해상에서 독립

으로 활동하므로 기와 열, 그리고 연료 지의 

부산물로 얻어지는 물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으므

로 연료 지의 개발이 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연료 지는 물을 기분해하면 수소와 산소로 

분리되는 역반응을 이용하여 수소와 산소를 반응

시켜 기를 얻는 장치이다. 수소와 산소는 바로 

반응시키면 격한 연쇄반응이 일어나므로 수소와 

산소 사이에 해질막을 두어 반응이 천천히 일어

나도록 하는데, 사용되는 해질막의 종류에 따라 

알칼리형, 고분자 해질형, 인산형, 용융탄산염형, 

고체산화물형 연료 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1은 연료 지의 종류  작동원리를 나타낸 

것이며, 이 에서 고분자 해질형 연료 지는 작

동온도가 낮고, 소형화가 가능하여 차량, 선박 등

의 수송기계에 합하다.

그림 1: 연료 지의 종류  작동원리[1]

2. 연료 지 분리 의 특성
2.1 연료 지 분리 의 개발필요성

연료 지는 스택, 개질기, BOP (balance of 

plant) 등의 구성품으로 나 어지는데, 그  스

택은 수소와 산소를 반응시켜 기를 얻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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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엔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구성품으로 해질, 

극, 분리  등의 부품으로 되어있다. 그림 2는 

고분자 해질형 연료 지 스택의 부품별 량비와 

가격비를 나타낸 것으로, 가볍고 가격이 렴한 

분리 이 개발된다면 연료 지의 상용화를 한층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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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고분자 해질 연료 지 스택의 부품별 

(a) 량비  (b) 가격비[2]

2.2 고분자 해질형 연료 지 분리 의 요구조건

분리 은 수소와 산소가 반응하는 단 지를 

수십에서 수백 개 층한 스택에서 단 지와 단

지 사이에 치하여 반 편의 수소와 산소가 

만나는 것을 막는 역할 (separator)을 한다. 

한 분리 은 단 지 내에서 발생한 기를 이동

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분리 의 한쪽 면은 양극

이고 반 쪽 면은 음극이 되므로 양극  (bipolar 

plate)이라 불린다. 한편 분리 의 표면은 산소나 

수소, 그리고 부산물인 물 등이 쉽게 이동할 수 있

도록 하는 유로가 있는데 이러한 역할로 인하여 

flow field plate라고 불리기도 한다.

그림 3은 연료 지 분리 의 역할을 나타낸 것

으로 단 지들 사이에 치한 분리 은 구조체 

역할을 하여야하므로 기계  강도가 있어야 하고, 

발생된 기를 잘 이동시킬 수 있도록 기 도도

가 좋아야 한다. 한 단 지 내부는 부식성이 

높은 환경이므로 내식성과 화학  안정성이 우수

하여야 한다. 한 분리 의 표면에는 수소와 산

소, 물이 이동하는 유로가 존재해야 하므로 가공

성도 좋아야 한다.

그림 3: 연료 지 분리 의 역할[3]

2.3 고분자 해질형 연료 지 분리 의 원재료별 

분류  특징

연료 지 분리 은 사용되는 재료에 따라 그라

이트계, 복합재료계, 속계의 세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표 1은 분리 으로 사용되는 원재료에 

한 분류를 나타내었으며, 분리 의 종류에 따른 

자세한 설명은 아래와 같다.

그라 이트계 분리

그라 이트계 분리  그림 4는 기 도성과 내

식성이 탁월하여 재 리 사용되고 있다. 그라

이트계 분리 은 몰딩이나 기계가공 등의 방법

으로 만들어지는데 제조비용이 높고 량생산이 

어렵다. 한 기계  물성이 낮고 기체투과율이 

높기 때문에 분리 이 두꺼워지므로 스택의 부피

와 량이 증가하는 요인이 된다. 그라 이트계 

분리 의 단 은 재료의 복합화를 통하여 개선이 

가능한데 산화알루미늄이나 탄화 실리콘 같은 첨

가제를 사용하여 기계  물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

며 분리  표면에 수지를 주입하여 기체투과율을 

낮출 수 있다.

그림 4: 그라 이트계 분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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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재료계 분리

복합재료계 분리  그림 5는 크게 속기지와 

탄소기지로 구분할 수 있다. 속기지의 복합재료

는 그라 이트층과 라스틱층, 그리고 속층의 

구조로 되어있다. 여기에는 다공질의 그라 이트

가 사용되는데 치 한 그라 이트에 비해서 제조

비용이 낮은 것이 장 이다. 다공질 그라 이트의 

높은 기체투과율은 라스틱과 속에 의해서 보

완되며 속은 분리 의 강도를 보강시키는 역할

도 수행한다. 한편 탄소기지의 복합재료는 탄소분

말과 수지의 혼합물을 성형하여 분리 을 만든다. 

근래에는 탄소나노튜 에 수지를 함침시켜서 기

도도와 기계  물성을 향상시키는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 복합재료계 분리 은 그라 이트계 분

리 에 비해 가격은 낮고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활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그림 5: 복합재료계 분리  [5]

속계 분리

속계 분리  그림 6은 도성과 기계  물성

이 우수한 속을 모재로 사용한다. 속은 자체

로도 기 도도와 기체투과율 기 을 만족할 수 

있고 재료비가 렴한 것이 장 이다. 한 박

으로 제작할 수 있어 스택의 부피와 량을 감

그림 6: 속계 분리  [6]

소시킬 수 있으며 성형성이 우수하므로 량 생산

에 합하다. 반면 속은 스택 내부의 산화성 분

기에서는 내식성이 다소 떨어지며 연료 지 작

동 에 녹아 나온 물질로 인한 극과 해질의 

오염으로 스택 성능을 감소시킬 수 있다.

표 1: 고분자 해질형 연료 지 분리 의 원재

료별 분류[7]

Separator Materials

Non-porous graphite plate ·Non-porous graphite

Composite
plate

Metal based
·Layered graphite, poly- 
carbonate plastic, 
stainless steel

Carbon
based

Resin

·Thermo-plastic: Poly- 
vinylidene fluoride, poly- 
propylene, polyethylene
·Thermo-set: Epoxy 
resin, phenolic resin, 
furan resin, vinylester

Filler
·Carbon/graphite powder, 
carbon black, coke 
graphite

Fiber
·Carbon/graphite fiber, 
cellulose fiber, cotton 
flock

Coated
metallic
plate

Metal based
·Aluminum, stainless 
steel, titanium, nickel

Coating
material

Carbon
based

·Graphite, conductive 
polymer, diamond-like 
carbon, organic self- 
assembled monopolymer

Metal
based

·Noble metal, metal 
carbide, metal nitride

3. 고분자 해질형 연료 지용 속계 

분리 의 연구개발 동향
3.1 속계 분리 의 종류  개발사례

속은 그라 이트나 복합재료에 비해 재료비가 

렴하고 기계  물성이 우수하다. 한 기 도

도와 성형성이 양호하여 량 생산이 가능하므로 

분리 의 상용화에 합한 재료이다. 한편 속계 

분리 의 단 으로 지 되는 내식성을 개선하기 

해 기에는 귀 속을 모재나 표면 개질층으로 

사용하기도 하 으나 고가의 재료비로 인하여 경

제성 측면이 문제 으로 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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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는 속의 내식성을 개선하기 하여 내식성

의 합 을 제조하거나 속 표면에 코 이나 도  

등의 표면 개질 방법이 사용되고 있으며 제조비를 

낮추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속계 분

리 의 종류에 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와 같다.

내식성  도성 합

다양한 합  에서 스테인리스강은 내식성과 

화학  안정성이 우수하면서도 가격이 렴하여 

속계 분리 으로 합한 속재료로 검토되고 

있다. 스테인리스강에서 크롬과 산소가 반응하여 

생성된 표면의 산화피막은 내식성은 향상시키지만 

기 도도는 낮추는 단 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그림 7과 같이 합

설계를 통해 내식성과 도성이 우수한 석출물을 

생성시키고 산화피막 로 노출시켜 내식성과 

기 도성을 동시에 해결하려는 합 에 한 연구

가 있다. 한편 크롬의 함량을 높여 얇고 치 한 산

화피막을 생성시키는 고크롬 스테인리스강 그림 8

에 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그림 7: 분리 용 용합 의 작동원리[8]

그림 8: 분리 용 고크롬 스테인리스강의 

내식특성[9]

표면 개질된 합

스테인리스강처럼 내식성이 양호한 합 도 연료

지 작동 에 분리 에서 녹아 나온 물질로 인

하여 해질을 오염시킬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모재의 표면에 내식성과 기 도성이 우수한 피

막을 생성시켜서 해결할 수 있다. 일반 으로 모

재는 자체로 내식성이 있는 스테인리스강 등이 사

용되며 표면 개질은 코 이나 화합물 생성 등의 

방법이 활용된다.

코 법은 도성 고분자나 유사 다이아몬드 등

의 내식성과 기 도성이 우수한 재료가 사용되

며 코 이나 도 , 그리고 PVD 등과 같은 방법이 

활용된다. 화합물 생성법은 모재의 표면에 화합물

층을 생성시켜 내식성과 기 도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질화처리를 이용하여 크롬질화물을 생성

하는 방법이 사용되기도 한다. 고크롬 합 은 치

한 크롬질화물을 생성하여 내식성과 기 도성

이 향상되나 스테인리스강은 크롬질화물이 치 하

지 못하여 기 도성은 개선이 되는 반면에 내식

성은 다소 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 9: 분리 용 도 부  표면[10]

3.2 속계 분리 의 개발동향

연료 지 분리 은 연료 지 스택에서 가격비나 

량비를 많이 차지하는 부품이므로 부품가격을 

낮추고 무게를 이는 방향으로 이 맞추어지

고 있다. 합  자체가 분리 의 요구조건을 만족

시키는 경우 그림 10은 크롬과 같은 특정 원소의 

함량이 증가되어야 하므로 부품가격이 상승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합 은 량생산이 용이하기 

때문에 그라 이트계 분리 에 비하여 가격경쟁력

이 우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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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합 자체가 분리 의 특성을 가지는 

분리 의 단면부 형상[6]

재에는 분리 으로서의 특성은 우수하지 못하

더라도, 부품가격을 낮출 수 있는 재료나 공정의 

개발이 요시되고 있다. 한 로서 그림 11과 같

이 가의 모재 표면에 크롬을 도 하고, 이를 질

화시켜 크롬질화물층을 생성시킨 분리 의 개발이 

수행되고 있다. 한 나노질화방법을 사용하여 분

리 의 표면특성을 향상시키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분리 에 한 최근 개발기술들은 부품가격

을 낮추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연료 지의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Cr nitride 

Matrix 

그림 11: 크롬질화물이 형성된 분리  단면부 

형상[11]

4. 결  론
연료 지는 온실가스를 감하고 에 지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에 지원으로 각 받고 있으며, 

재까지 다양한 연구개발이 수행되고 있다. 그러

나 연료 지의 상용화를 해서는 품질과 가격경

쟁력이 있는 부품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연구

지를 구성하는 다양한 부품 에서 분리 은 가격

비와 량비 면에서 요한 부품 에 하나이며, 

개발 효과가 높을 것으로 측되어  세계

으로 많은 개발노력이 집 되고 있다.

분리 의 개발은 품질보다는 가격을 낮추는 데, 

이 맞추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개발노력은 연

료 지의 상용화를 앞당기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

으로 생각된다. 재 우리나라의 연료 지용 부품

소재에 한 연구개발은 외국에 비하여 부족한 것

이 사실이므로, 연료 지 개발을 한 다양한 시

도들이 많아지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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