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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연료전지용 분리판 및 제조방법, 그리고 이러한 분리판을포함하는 연료전지 스택

요약

연료전지용 분리판 소재로서 층상구조의 흑연호일이 사용되고, 이 흑연호일에 형성된 유로채널의 내면에는 발수층이 함침

형성된다. 이러한 분리판은, 흑연호일에 마스크 패턴을 형성한 상태에서 식각을 통해 유로채널을 형성하고 발수층을 함침

하여 제조된다. 이와 같은 분리판에 의하면 연료전지 스택의 성능이 향상되며, 분리판 제조공정이 단순화된다.

대표도

도 7

색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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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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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종래기술에 의한 연료전지 스택의 개략적인 단면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한 연료전지 스택의 분해사시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한 연료전지 스택의 단위전지에서, 막전극접합체 및 유체분배층의 결합된 구성을 상세히 도

시한 단면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한 연료전지 스택의 단위전지(200)에서 환원전극쪽 분리판(260)의 전면(400), 즉, 환원전극

쪽 면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한 연료전지 스택의 단위전지(200)에서 환원전극쪽 분리판(260)의 후면(500), 즉, 환원전극

반대쪽 면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한 연료전지 스택의 단위전지(200)에서 산화전극쪽 분리판(250)의 후면(600), 즉, 산화전극

쪽 면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7은 도 4의 VII-VII선에 의한 단면도이다.

도 8은 도 6의 VIII-VIII선에 의한 단면도이다.

도 9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한 연료전지용 분리판 제조방법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도 10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한 분리판 제조방법에서 흑연호일에 마스크를 부착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11은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의한 도 6의 XI-XI선에 따른 단면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연료전지(fuel cell)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흑연호일을 그 소재로 하는 연료전지용 분리판

(separator) 및 그 제조방법, 그리고 이러한 분리판을 포함하는 연료전지 스택(stack)에 관한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연료전지는, 산화전극(anode)에서의 산화반응 및 환원전극(cathode)에서의 환원반응을 이용하여 전

력electric power)을 생성하게 된다. 산화/환원 전극에는 산화 및 환원 반응을 촉진시키기 위해 백금 또는 백금-루테늄 금

속 등을 이용한 촉매층이 형성된다.

산화전극에는 연료가스(일예로 수소)가 공급되어 산화반응을 통해 이온(즉, 일예로 프로톤) 및 전자로 분리되고, 환원전극

에서는 상기 분리된 이온과 환원가스(일예로, 산소)가 결합해 물을 형성하게 된다. 이와 같은 반응의 결과 생성되는 최종

부산물은, 전기(즉, 산화전극으로부터 환원전극으로의 전자의 이동), 물(즉, 수소와 산소의 결합), 및 열이다. 이러한 열을

제거하기 위해 연료전지 스택에는 통상적으로 냉각장치가 구비된다.

환원전극(cathode)에서 생성되는 물은, 수증기 또는 액체의 형태로 생성되는데, 이러한 물은 통상적으로 환원전극

(cathode)쪽으로 환원가스(산소 혹은 공기)를 강하게 소통시켜 제거한다.

도 1은 종래기술에 의한 연료전지 스택의 개략적인 단면을 도시한 도면이다.

통상적으로 하나의 연료전지 스택(100)은 복수 개의 단위전지(100)(unit cell)가 적층되어 형성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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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단위전지(100)에는 프로톤교환막(110)(일예로, 고분자전해질 막)이 포함되는데, 이 프로톤교환막(110)의 양측면

에 산화전극(anode)(121) 및 환원전극(cathode)(122)이 형성되고, 이러한 프로톤교환막(110) 및 전극(121,122)은 열간

압착(hot press)에 의하여 막전극접합체(membrane electrode assembly; MEA)(130)를 형성하게 된다. 상기 막전극접

합체(130)의 전극(121,122) 외측으로는 유체분배층(125)이 형성되어 있다.

인접한 단위전지들의 막전극접합체(130)들은, 분리판(150)에 의해 서로 분리되면서 지지되게 된다. 이러한 분리판(150)

에는, 연료가스(일예로, 수소 혹은 직접메탄올 연료전지인 경우는 메탄올)를 산화전극에 공급하기 위한 유로(151) 및 환원

가스인 산소 혹은 공기를 환원전극에 공급함과 아울러 물을 배출시키기 위한 유로(152)가 형성되어 있다. 상기 분리판

(150)과 막전극접합체(130) 사이에는, 유로(151,152)를 통하여 전달되는 기체 또는 액체가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가스켓

(160)이 구비된다.

상기의 막전극접합체(130), 분리판(150) 및 가스켓(160)을 포함하는 단위전지(100)는 직렬로 적층되어 고전압(high

voltage)을 형성하게 된다. 이와 같이 적층된 단위전지들은, 일예로 그 양끝에서 전류집전체(Current Collector) 및 엔드

플레이트(170)로 체결되게 된다.

이러한 설명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연료전지의 분리판은, 연료전지 스택 내에 반응가스(즉, 연료가스 및 환원가스)

를 분배하고, 연료가스(일예로 수소 또는 메탄올)와 환원가스(일예로 산소 또는 공기)가 서로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며, 또

한 인접한 단위전지의 산화전극과 환원전극 사이에서 전자의 통로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을 전기적으로 서로 연결하게 된

다. 또한, 연료전지 스택의 산화환원 반응에 의해 생성된 열을 배출하기 위한 구조를 구비하고 있으며, 적층된 단위전지들

의 기계적인 지지체 기능을 구비하게 된다.

연료전지 운전시 산화전극에서 발생한 수소이온(즉, 프로톤)이 고분자전해질 막을 통해 환원전극쪽으로 이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분에 의해 고분자전해질 막이 수화(hydrated) 되어야 한다. 이렇게 수화된 고분자전해질 막을 통해,

전자는 이동이 차단되고, 수소이온은 이동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고분자전해질 막의 수화된 정도가 낮은 경우에는 고분자전해질 막의 이온 전도도가 감소하게 되고, 따라서 연료전

지의 성능이 감소되게 된다. 그러나 반대로 고분자전해질 막이 지나치게 수화되면, 반응3상계면을 형성하는 작은 기공들

을 막게 되어(흔히, 플러딩(flooding)이라 한다) 전극 반응 면적이 감소되는 결과, 연료전지 성능이 저하하게 된다.

따라서, 환원전극에서 발생되는 물이 원활히 배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급가스가 촉매층으로 전달되는 것을 막아 연료전

지의 성능이 저하되게 된다.

또한, 일예로 미국특허 제4,988,583호를 포함한 다양한 분리판에서는 연료/환원가스용의 유로를 사형(serpentine)으로

형성하고 있는데, 이는 유로 상의 압력 강하를 이용해 환원전극쪽에 생성된 물을 원활히 배출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환원전극쪽에서 생성되는 물은, 환원가스 유로채널의 초입에서는 수증기의 형태로 존재하나, 환원가스 유로채널

을 이동함에 따라 액체/수증기가 혼재된 2상(two phase) 상태를 형성하게 된다. 이 경우 액화된 물방울은 환원전극의 기

공을 막게 되어, 촉매층의 유효한 활성면적이 줄어들게 된다. 또한, 액상의 물을 배출하기 위해서 높은 압력으로 환원가스

를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환원가스의 입구/출구 압력차에 의한 에너지 손실이 발생되고, 또한, 빠른 유속으로 안정된 환원반응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량의 반응기체를 소비하게 된다. 따라서, 사형유로를 구비한 분리판에서의 물 배출 성능이 안정화되고 효율화

된다면, 이는 환원가스의 입구/출구 압력차에 의한 에너지 손실을 저감할 수 있게 됨과 아울러, 반응기체 소비량을 줄일 수

있을 것이 기대되는 것이다.

고분자전해질 연료전지용 분리판으로는 흑연 혹은 복합탄소계 소재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흑연 및 복합탄소계 소재는 연

료전지에서 일어나는 산화환원반응에 내부식성이 강하며 금속재료(일예로 스테인레스)에 비해 체적밀도가 적은 장점이

있다.

흑연 혹은 복합탄소계의 소재를 분리판 소재로 사용하는 경우에 종래기술에 의하면, 상기 분리판 소재의 미세기공을 채워

수소이온의 이동을 막기 위해 그리고 몰딩(molding)시 용이한 성형(forming)을 위해, 서모세팅(thermosetting) 또는 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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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thermoplastic)과 같은 수지(resin)를 소재 내에 함유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분리판에 내포된

수지(resin)는 연료전지 운전시 전자의 이동에 관해 체적저항이 증가하게 되어 성능 감소를 유발하고, 또한, 셀간의 접촉저

항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게 된다.

이와 같이 분리판에 내포된 수지에 의해 발생되는 셀간 접촉저항 증가를 줄이기 위해, 일예로, 유럽 공개특허

EP1253657A1에서는 분리판 유로의 리브(rib) 표면을 알칼리 용액(alkaline solution)에서 에칭(etching)하여 리브(rib)

표면 부분의 수지(resin)를 제거하고 있다.

이와 같이, 흑연 혹은 복합탄소계 소재를 이용하여 안정된 분리판의 형성과정은, 종래기술에 의하면 매우 복잡하고 비생산

적, 비효율적인 과정에 의하였다. 따라서, 흑연 혹은 복합탄소계 소재를 이용하여, 고성능이며 대량생산에 적합한 분리판

및 그 제조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면, 이는 분리판의 성능의 향상뿐만 아니라 분리판 생산원가, 나아가서는 연료전지의 생

산원가를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 기대되는 것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발명의 목적은 물 배출성능이 향상되고, 내구성이 향상

되며, 대량생산에 더욱 적합한 연료전지용 분리판 및 그 제조방법, 그리고 이러한 분리판을 포함하는 연료전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의한 연료전지용 분리판은,

연료전지의 막전극접합체(MEA)의 산화전극 또는 환원전극에 유체분배층을 개재하여 밀착되고, 상기 유체분배층과의 사

이에서 유체의 통로가 되는 유로채널이 형성된 연료전지용 분리판으로서,

상기 분리판은 층상구조의 흑연호일을 포함하며,

상기 유로채널의 내면에는, 발수층(hydrophobic layer)이 그 표면으로부터 함침(impregnation)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한

다.

상기 층상구조의 흑연호일은, 그 내부에 스테인레스 층을 포함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이 때, 상기 스테인레스 층은 상기

발수층을 개재하여 외부에 노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흑연호일은, 서모세팅(thermosetting) 또는 서모플라스틱(thermoplastic)의 수지(resin)가 실질상 배제된 것이 바람

직하다.

상기 흑연호일은, 그 체적밀도가 1.5g/cm3 내지 2.0g/cm3 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흑연호일은, 그 두께가 0.5mm 내지 3mm 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발수층은, 그 두께가 30μm 내지 100μm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분리판에는 하나 이상의 매니폴드가 형성되고, 상기 하나 이상의 매니폴드 및 상기 유체분배층에 밀착하는 영역, 각

각의 둘레에는 실링부재가 상기 분리판에 일체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실링부재는, 상기 하나 이상의 매니폴드 및 상기 유체분배층에 밀착하는 영역, 각각을 폐곡선으로 감싸는(enclose)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의한 분리판 제조방법은,

연료전지의 막전극접합체(MEA)의 산화전극 또는 환원전극에 유체분배층을 개재하여 밀착되고, 상기 유체분배층과의 사

이에서 유체의 통로가 되는 유로채널이 형성된 연료전지용 분리판을 제조하는 방법으로서,

등록특허 10-0545992

- 4 -



설정된 규격의 흑연호일을 준비하는 단계;

상기 흑연호일에, 상기 유로채널에 대응하는 마스크 패턴(mask pattern)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마스크 패턴이 형성된 흑연호일을 식각함으로써 상기 흑연호일에 유로채널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유로채널의 내면에, 발수층(hydrophobic layer)을 함침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흑연호일로부터 상기 마스크 패턴을 제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마스크 패턴(mask pattern)을 형성하는 단계는, 일예로,

상기 흑연호일을 건식 필름(DFR; Dry Film Resistor)으로 코팅하는 단계;

상기 코팅된 흑연호일을 노광하는 단계; 및

분무형 현상기의 분무노즐을 이동하면서 상기 판의 건식 필름을 현상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마스크 패턴(mask pattern)을 형성하는 단계는, 다른 예로서,

고무(rubber) 또는 스테인레스 소재로서, 상기 유로채널에 대응되는 패턴이 새겨진 마스크를 상기 흑연호일에 부착하여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흑연호일에 유로채널을 형성하는 단계는,

샌드블라스터(sand blaster) 과정 및 초음파식각(ultrasonic etching)과정 중 하나 이상의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상기 발수층(hydrophobic layer)을 함침 형성하는 단계는,

상기 마스크 패턴이 부착되고 상기 유로채널이 형성된 상태에서 상기 흑연호일 상에 발수층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발수층이 형성된 흑연호일을 50℃내지 90℃의 온도범위에서 건조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발수층을 형성하는 단계는,

상기 흑연호일 표면에 발수액을 스프레이코팅(spray coating)하거나, 상기 발수액에 흑연호일을 디핑(dipping)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유로채널이 상기 분리판의 전면 및 후면에 형성되는 바이폴라 구조의 분리판인 경우에,

상기 마스크 패턴은 전면 마스크 패턴 및 후면 마스크 패턴을 포함하되,

상기 전면 및 후면 마스크 패턴 각각에는 하나 이상의 얼라인 홀이 형성되고,

상기 흑연호일에는 상기 마스크 패턴의 얼라인 홀에 대응되는 하나 이상의 얼라인 홀이 형성되어,

상기 마스크 패턴의 얼라인 홀 및 상기 흑연호일의 얼라인 홀은 이에 대응되는 하나 이상의 얼라인 봉을 이용하여 얼라인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하나 이상의 얼라인 홀, 및 하나 이상의 얼라인 봉은, 크기가 다른 복수개의 얼라인 홀 및 얼라인 봉을 각각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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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의한 연료전지 스택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단위전지를 구비하는 연료전지 스택(stack)으로서,

상기 단위전지는,

고분자전해질막과 그 양쪽 면에 각각 형성되는 산화전극과 환원전극을 포함하는 막전극접합체(MEA);

상기 막전극접합체 양쪽 면에서 상기 산화전극 및 환원전극에 각각 인접하도록 배치되는 한 쌍의 유체분배층; 및

상기 각각의 유체분배층의 바깥쪽 면에 밀착 결합되며, 상기 유체분배층을 대하는 표면에 유로채널이 형성되어 반응영역

을 이루고, 이 반응영역의 주변부에 매니폴드(manifold) 영역이 형성되는 한 쌍의 분리판을 포함하되,

상기 한 쌍의 분리판 중 하나 이상의 분리판은 층상구조의 흑연호일을 포함하며,

상기 하나 이상의 분리판의 유로채널의 내면에는 발수층(hydrophobic layer)이 그 표면으로부터 함침되어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층상구조의 흑연호일은, 그 내부에 스테인레스 층을 포함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이 때, 상기 스테인레스 층은 상기

발수층을 개재하여 외부에 노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흑연호일은, 서모세팅(thermosetting) 또는 서모플라스틱(thermoplastic)의 수지(resin)가 실질상 배제된 것이 바람

직하다.

상기 흑연호일은, 그 체적밀도가 1.5g/cm3 내지 2.0g/cm3 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흑연호일은, 그 두께가 0.5mm 내지 3mm 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발수층은, 그 두께가 30μm 내지 100μm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매니폴드 외곽과 상기 반응영역 외곽을 따라 실링부재가 상기 분리판과 일체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를 첨부된 도면을 참조로 상세히 설명한다.

이하의 설명에서는, 설명의 편의상, 상부/하부, 전면/후면 등과 같이 방향을 지칭하는 용어들이 사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용어는 설명과 이해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본 발명에서 반드시 그러한 방향으로 특정한 구성요소가 배치되어야 함을 의

미하는 것은 아니다.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한 연료전지 스택의 분해사시도이다.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한 연료전지 스택은, 적층된 복수개의 단위전지(200)를 포함한다. 상기 적

층된 단위전지(200)들은, 그 전후의 엔드플레이트(290)에 의해 결합된다. 상기 엔드플레이트(290)에는 전류집전체

(Current Collector)(295)가 형성되어 연료전지 스택 전체에서 발생되는 전기를 외부에 공급하게 된다.

연료전지 스택에 체결압력을 가하는 상기 엔드플레이트(290)에는 연료전지 스택 내부로 반응가스 등을 공급 및 배출하기

위하여 다수의 연결구(270)가 형성된다. 연결구(270)는 수소공급구(271), 냉각수공급구(272), 공기공급구(273), 공기배

출구(274), 냉각수배출구(275) 및 수소배출구(276)를 포함하며, 이들 연결구(271~276) 각각은 연료전지 스택(100) 내의

대응되는 매니폴드에 연결된다.

각 단위전지(200)는, 막전극접합체(230)의 전후에 유체분배층(225)이 결합되고, 상기 유체분배층(125)이 결합된 막전극

접합체(230) 전후로 분리판(250,260)이 형성된다. 이하에서는, 도 2의 좌측을 단위전지(200)의 전방으로, 도 2의 우측을

단위전지(200)의 후방으로 지칭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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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한 유체분배층(225)은, 흔히 가스확산층(gas diffusion layer; GDL)이라고 호칭되는 것이다. 그러나, 유체분배층

(225)을 통해 확산/분배되는 것이 반드시 가스형태일 필요는 없다는 취지에서, 가스확산층이라는 통상적인 용어를 대신하

여 유체분배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한 연료전지 스택의 단위전지(200)에서, 막전극접합체(230) 및 유체분배층(225)의 결합된

구성을 상세히 도시한 단면도이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고분자전해질막(210)의 전방 및 후방에 산화전극(221) 및 환원전극

(222)이 각각 압착 형성되고, 상기 산화전극(221) 및 환원전극(222) 각각의 외측에는 유체분배층(225)이 형성된다.

다시 도 2를 참조로, 유체분배층(225)이 형성된 막전극접합체(230)의 환원전극쪽에는 환원전극쪽 분리판(260)이, 그리고

산화전극쪽에는 산화전극쪽 분리판(250)이 밀착된다.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에 관한 설명에서는, 상기 산화전극쪽 분리판(250)은 모노폴라(monopolar) 구조로, 상기 환원전극

쪽 분리판(260)은 바이폴라(bipolar) 구조로 형성되는 것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본 발명의 보호범위가 여기에 한정된 것

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막전극접합체(230)의 전후방에 분리판을 배치하는 다양한 다른 구조에도 본 발명의 기술적 사

상은 적용가능하기 때문이다.

분리판(250,260)은 유체분배층(225)의 바깥쪽 면에 밀착 결합되며, 유체분배층에 밀착되는 표면에 다수개의 유로채널이

형성된다. 분리판(250,260)의 유로채널은 유체분배층(225)과 분리판(250,260)의 사이에서 반응가스의 통로로 사용된다.

이러한 분리판(250,260)은, 연료전지 스택 내에 반응가스를 분배하고, 연료가스와 환원가스가 서로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

며, 또한 인접한 단위전지의 산화전극과 환원전극 사이에서 전자의 통로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을 전기적으로 서로 연결하

게 된다. 또한, 연료전지 스택의 산화환원 반응에 의해 생성된 열을 배출하기 위한 구조를 구비하고 있으며, 적층된 단위전

지들의 기계적인 지지체 기능을 구비하게 된다.

이하에서는 본 발명에 의한 실시예에 의한 분리판(250,260)에 관해 더욱 상세히 설명한다.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한 연료전지 스택의 단위전지(200)에서 환원전극쪽 분리판(260)의 전면(400), 즉, 환원전극

쪽 면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환원전극쪽 분리판(260)의 상부에는, 상기 수소공급구(271), 냉각수공급구(272), 및 공기공급

구(273)에 각각 대응되는 수소공급용 매니폴드(471), 냉각수공급용 매니폴드(472), 및 공기공급용 매니폴드(473)가 분리

판(260)을 관통하여 형성된다.

또한, 환원전극쪽 분리판(260)의 하부에는, 상기 공기배출구(274), 냉각수배출구(275) 및 수소배출구(276)에 각각 대응

되는 공기배출용 매니폴드(474), 냉각수배출용 매니폴드(475), 및 수소배출용 매니폴드(476)가 분리판(260)을 관통하여

형성된다.

매니폴드(471~476)로부터 반응가스/냉각수가 누출되지 않도록, 상기 각 매니폴드(471~476) 둘레에는 실링재(sealant)

가 도포되기 위한 매니폴드 실링홈(sealant groove)(481~486)이 각각 형성되어 있다.

환원전극쪽 분리판(260)의 전면의 연료전지 반응영역(즉, 유체분배층(225)에 접하는 영역)에는, 막전극접합체(230)에 공

기를 공급하기 위한 공기유로채널(410)가 리브(rib)(420)에 의해 분리되어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공기유로채널(410)은

설정된 깊이의 홈(groove)으로 형성된다.

도 4에서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한 분리판(260)에서 공기유로채널(410)이 사형(serpentine)구조로 형성된 것을 도시

하였으나, 이는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이 적용될 수 있는 일예에 불과한 것으로, 본 발명의 보호범위가 여기에 한정된 것으

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공기유로채널(410)의 시작측 종단에는 공기유로채널(410)에 공기를 공급하기 위한 공기공급홀(450)이 분리판(260)을 관

통하여 형성되고, 공기유로채널(410)의 말단에는 공기유로채널(410)로부터 공기를 배출하기 위한 공기배출홀(460)이 분

리판(260)을 관통하여 형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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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공급용 매니폴드(473)에 공급된 공기는 분리판(260)의 후면에 형성된 공기공급유로(550)(도 5 참조)를 통해 공기공

급홀(450)에 공급된다. 공기배출홀(460)에서 배출되는 공기는 분리판(260)의 후면에 형성된 공기배출유로(560)(도 5 참

조)를 통해 공기배출용 매니폴드(474)로 배출된다.

이러한 공기유로채널(410), 공기공급홀(450), 공기배출홀(460)이 형성된 반응영역 둘레에는, 반응영역으로부터 공기가

누출되지 않도록 실링재가 도포되기 위한 반응영역 실링홈(480)이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실링홈(480~486)은 상기 매니폴드 및 상기 유체분배층에 밀착하는 영역 각각을 폐곡선으로 감싸는(enclose) 형

태로 형성된다.

분리판(260) 상의 실링홈들(480~486) 사이의 여유공간에는 분리판(260)의 전후면의 유로채널이 얼라인되어 형성되기

위하여, 한 쌍 이상의 얼라인 홀이 분리판(260)을 관통하여 형성되어 있다.

상기 한 쌍 이상의 얼라인 홀은, 크기가 다른 복수 쌍의 얼라인 홀(431과 432의 쌍, 및 433과 434의 쌍)로 형성된다. 이와

같이 얼라인 홀 쌍을 그 크기를 달리하여 구성함으로써 대구경 얼라인 홀(431,432)은 개략적인 얼라인을 가능하게 하고

(즉, 손쉽게 얼라인될 수 있게 되고), 소구경 얼라인 홀(433,434)은 정밀한 얼라인을 가능하게 한다.

일예로, 도 4에서는, 대구경 얼라인 홀(431,432) 쌍이 분리판의 상하에 각각 형성되고, 소구경 얼라인 홀(433,434)이 상기

대구경 얼라인 홀(431,433) 내측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도시하였다.

일예로, 도 4에서는, 상부의 얼라인 홀(431,433)은 수소공급용 매니폴드(471)의 실링홈(481)과 냉각수공급용 매니폴드

(472)의 실링홈(482) 사이에 형성되고, 하부의 얼라인 홀(432,434)은 수소배출용 매니폴드(476)의 실링홈(486)과 냉각

수배출용 매니폴드(475)의 실링홈(485) 사이에 형성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이러한 얼라인 홀(431,432,433,434)을 이용하여 바이폴라 구조의 분리판(260)의 전후면(400,500) 상의 유로채널을 얼라

인 형성하는 과정은 후술하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한 분리판 제조방법에서 상세히 설명한다.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한 연료전지 스택의 단위전지(200)에서 환원전극쪽 분리판(260)의 후면(500), 즉, 환원전극

반대쪽 면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공기공급용 매니폴드(473)와 공기공급홀(450)은 공기공급유로(550)에 의해 연결되어 있고, 공

기배출용 매니폴드(474)와 공기배출홀(460)은 공기배출유로(560)에 의해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공기공급유로(550) 및

공기배출유로(560)는 홈(groove)의 형태로 분리판(260) 후면(500)에 형성되어 있다.

또한, 수소공급용 매니폴드(471)에는 수소공급유로(555)가 형성되어 있으며, 수소배출용 매니폴드(476)에는 수소배출유

로(565)가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수소공급유로(555) 및 수소배출유로(565)는 홈(groove)의 형태로 분리판(260) 후면

(500)에 형성되어 있다.

이들 각 매니폴드(471,473,474,476) 둘레에는, 실링재가 도포되기 위한 실링홈(581,583,584,586)이 각 매니폴드 및 이

에 연결된 유로를 감싸는 형태로 형성되어 있다.

분리판 후면(500)의 중앙부위에는 냉각수공급용 매니폴드(472)로부터 공급된 냉각수가 순환하기 위한 냉각수유로채널

(510)이 리브(520)에 의해 구분 형성되어 있다. 분리판 후면(500)의 이러한 냉각수유로채널(510)은, 분리판 전면(400)의

수소유로채널(410)과 얼라인되어 형성되어 있다.

연료전지의 냉각수는 냉각수공급용 매니폴드(472)를 통해 냉각수유로채널 (510)에 공급되어 분리판(260)의 후면을 순환

한 후 냉각수배출용 매니폴드(475)를 통해 배출되게 된다.

이러한 냉각수공급용 매니폴드(472), 냉각수유로채널(510), 및 냉각수배출용 매니폴드(475) 둘레에는, 냉각수가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실링재가 도포되기 위한 냉각수용 실링홈(580)이 이들을 감싸는 형태로 형성되어 있다.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한 연료전지 스택의 단위전지(200)에서 산화전극쪽 분리판(250)의 후면(600), 즉, 산화전극

쪽 면을 도시한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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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전극쪽 분리판(250)의 후면(600)은, 환원전극쪽 분리판(260)의 전면 (400)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다.

즉,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분리판(250)의 상부에는 수소공급용 매니폴드 (671), 냉각수공급용 매니폴드(672), 및 공기

공급용 매니폴드(673)가 분리판(250)을 관통하여 형성되고, 분리판(250)의 하부에는 공기배출용 매니폴드(674), 냉각수

배출용 매니폴드(675), 및 수소배출용 매니폴드(676)가 분리판(250)을 관통하여 형성된다. 또한, 상기 각 매니폴드

(671~676) 둘레에는 실링재(sealant)가 도포되기 위한 매니폴드 실링홈(sealant groove)(681~686)이 각각 형성되어 있

다.

다만, 산화전극쪽 분리판(250)의 후면의 연료전지 반응영역에는, 막전극접합체(230)에 수소를 공급하기 위한 수소유로채

널(610)이 리브(rib)(620)에 의해 분리되어 형성되어 있다.

수소유로채널(610)의 시작측 종단에는 수소유로채널(610)에 수소를 공급하기 위한 수소공급홀(650)이, 그리고 수소유로

채널(610)의 말단에는 수소유로채널(610)로부터 잔여 수소를 배출하기 위한 수소배출홀(660)이 분리판(260)을 관통하여

형성된다.

수소공급용 매니폴드(671)에 공급된 수소는 인접한 단위전지의 환원전극쪽 분리판(260)의 후면에 형성된 수소공급유로

(555)(도 5 참조)를 통해 수소공급홀 (650)에 공급된다. 수소배출홀(660)에서 배출되는 수소는 인접한 단위전극의 환원전

극쪽 분리판(260)의 후면에 형성된 수소배출유로(565)(도 5 참조)를 통해 수소배출용 매니폴드(676)로 배출된다.

이러한 수소유로채널(610), 수소공급홀(650), 수소배출홀(660)이 형성된 반응영역 둘레에는, 반응영역으로부터 수소가

누출되지 않도록 실링재가 도포되기 위한 반응영역 실링홈(680)이 형성되어 있다.

산화전극쪽 분리판(250) 상에는, 환원전극쪽 분리판(260)의 얼라인 홀 (431,432,433,434)과 동일한 위치에 동일한 규격

의 얼라인 홀(631,632,633,634)이 분리판(250)을 관통하여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얼라인 홀(431,432,631,632)을 이용

하여 단위전지(200)들의 적층도 용이하게 될 수 있다.

이상의 설명에서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한 분리판(250,260)의 외형적 구성과 반응가스/냉각수의 소통을 위주로 설명하

였다.

이하에서는, 분리판(250,260)의 재질과 내부구조, 그리고 그 제조방법에 관해 상세히 설명한다.

도 7은 도 4의 VII-VII선에 의한 단면도이고, 도 8은 도 6의 VIII-VIII선에 의한 단면도이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분리판(250,260)의 재료로는, 흑연호일(graphite foil)(700,800)이 사용된다.

흑연호일의 생산과정에서는 통상적으로 압착과정이 수반되게 되고, 높은 압력으로 압착된 흑연호일은 층상의 내부구조를

가지게 된다. 즉,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분리판(250,260)의 재료는 층상구조의 흑연호일이라 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

예에 의한 분리판(250,260) 재질로 사용되는 흑연호일(700,800)의 층상구조에 관해서는, 도 7의 A부분의 확대도면 및 도

8의 B부분의 확대도면을 참조로 할 수 있다.

흑연호일의 경우, 단위전지 적층방향으로의 열전도도(thermal conductivity)가 250W/mK 이상이므로 연료전지 스택의

열배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연료전지 스택의 온도분포를 균일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다만, 종래기술에 의한 흑연/복합탄소계 소재의 분리판에서는 반응가스의 누설방치 또는 흑연재질의 용이한 성형(mold)

을 위해 서모세팅(thermosetting) 또는 서모플라스틱(thermoplastic)과 같은 수지(resin)를 함유하여 분리판을 제조하고

있다.

그러나,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한 분리판(250,260)에서는 이와 같은 수지가 실질상 배제된 흑연호일을 사용한다. 층상구

조의 흑연호일은 대량생산되고 있는 것으로서, 종래기술에 의한 수지함유가 불필요하게 되므로 대량생산이 더욱 용이하

다. 따라서, 이러한 층상구조의 흑연호일을 이용하여 분리판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분리판 제조원가절감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등록특허 10-0545992

- 9 -



뿐만 아니라, 수지의 내구온도가 100℃이하이므로 수지가 함유된 흑연재질의 종래기술에 의한 분리판은 100℃이상의 온

도로 운전되는 연료전지에는 사용될 수 없다. 따라서, 수지가 배제된 흑연호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료전지의 운전 가능

한 온도의 폭을 넓힐 수 있고, 연료전지의 운전 중 100℃이상으로 과열되는 경우에도 내구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수지가 배제된 상태에서도 분리판(250,260) 상의 유로형성 등, 성형이 용이하고, 또한, 반응가스의 누설방지 및 발수 효과

를 구비할 수 있으며, 그 내구성 또한 향상될 수 있다. 수지가 배제된 상태의 흑연호일을 사용하여 안정되고 고성능의 분리

판을 제조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후술한다.

연료전지의 분리판은 연료전지 스택 체결시 균일한 압력을 유지하면서도 변형이 억제되어야 하며, 전기전도성이 확보되어

야 한다.

따라서, 본 발명의 실시예의 분리판(260,250) 재질로 사용되는 흑연호일은, 체적밀도(bulk density)가 1.5g/cm3 이상인

것이 바람직하다. 실험결과, 흑연호일의 체적밀도가 그 미만인 경우에는 연료전지 스택 체결시 분리판의 변형이 심화되어

반응가스의 누설(leak) 또는 접촉저항의 증가가 발생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체적밀도가 지나치게 높은 것은 흑연호일의 제조원가, 즉, 분리판의 생산비용을 증가시키게 되는 원인이 된다. 따라

서, 본 발명의 실시예의 분리판(250,260)의 재질로 사용되는 흑연호일은 그 체적밀도가 2.0g/cm3 이하인 것으로 할 수 있

다.

분리판의 두께가 지나치게 얇은 경우에는 분리판의 가스투과율(gas permeability)이 증가되어 연료전지 스택의 성능과 내

구성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한 분리판(250,260)의 재질로 사용되는 흑연

호일의 두께(D1,D2)는 0.5mm 이상인 것이 바람직하다.

통상적인 유로채널의 최소깊이(depth)는 0.2mm 정도이다. 따라서, 흑연호일의 두께가 0.5mm 미만인 경우에는, 유로채

널 상의 두께(d2)가 0.3mm 미만으로 형성되게 된다. 이 경우, 흑연호일(700,800)의 가스투과율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흑연호일을 소재로 하는 분리판의 두께를 0.5mm 이상으로 함으로써, 이러한 최소한의 두께를 확보하면서도 연료

전지 스택의 내구성과 성능 확보를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분리판의 두께가 지나치게 두꺼워지는 것은 성능 및 내구성에 큰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제조원가를 상승하게 된

다. 실험결과,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한 분리판 재질로 사용되는 흑연호일의 두께는 3mm를 초과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고분자전해질 연료전지의 통상적인 운전온도가 100℃ 미만(약 80℃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연료전지 운전시 반응 부산물

인 열과 물의 원활하고 균일한 배출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한 분리판(260,250)의 유로채널(410,610)의 내면에는, 발수층(hydrophobic

layer)(710,810)이 그 표면에 함침(impregnation) 형성된다. 이와 같이 유로채널(410,610)의 표면에 형성된 발수층은 유

체분배층(225)을 통해 전극에 반응가스를 효과적으로 공급하는 데에도 기여한다.

이러한 발수층(710,810)은 도 7 및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리브(420,620)의 표면에는 형성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발수

층(710,810)으로 인하여 분리판(260,250)과 유체분배층(225) 사이의 접촉저항이 증가되는 염려가 해소된다.

종래기술에 의하면 통상적인 발수처리의 경우, 원재료 표면상에 발수층을 코팅하게 된다. 이 경우, 발수층이 쉽게 뜯어지

거나 벗겨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한 발수층(710,810)은, 유로채널(410,610)의 내면을 수십 마이크로미터(μm) 정도로 거칠

게 형성한 후, 거칠어진 표면상에 발수층(710,810)을 함침하여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발수층(710,810)이 표면으로부터

함침되어 형성되므로, 발수층(710,810)의 유로채널(410,610) 내면에의 접착강도가 향상되어 발수층(710,810)의 내구성

이 향상되게 된다.

등록특허 10-0545992

- 10 -



이와 같이 유로채널 내로 함침 형성된 발수층(710,810)의 두께는 30μm 내지 100μm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료전지 스택의 체결압 하에서 반응가스와 냉각수가 흐르게 되는 환경을 고려하면, 발수층(710,810)의 발수 성능을 내구

성 있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발수층(710,810)의 두께가 30μm 이상인 것이 바람직하다. 반대로, 발수층(710,810)의 두께가

100μm 이상으로 두꺼운 경우에는, 발수층을 형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발수액(hydrophobic solution)이 과다하게 상기 유

로채널(410,610) 내로 함침되어, 발수 열처리(일예로, 330℃ 열처리)시 층상구조의 흑연호일에 기포 등에 의한 층상 분리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4 내지 도 6을 참조로 전술한 바와 같이, 매니폴드(471~476 및 671~676) 및 유체분배층 접촉영역 둘레에는 밀봉용

홈(sealant groove)(481~486 및 681~686, 480, 680)이 형성되어 있다.

도 7 및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분리판(260,250)의 밀봉용 홈에는 실링부재(790,890)가 도포되어 분리판(260,250)에

일체화된다. 도 7 및 도 8에는 특정부위의 단면으로 실링부재(790,890)가 도포된 것을 도시하였으나, 이러한 실링부재

(790,890)는 분리판(260,250)의 각 실링홈(480~486, 580~586, 680~686)에 도포된다. 상기 실링부재(790,890)로는

일예로, 실리콘계, 불소계, 혹은 올레핀계의 고무액이 사용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밀봉용 홈을 통해 실링부재가 분리판(260,250)에 도포되어 일체화되므로, 연료전지 스택의 조립공정이 단순화

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층상구조의 흑연호일을 재료로 하여 그 유로채널 내면에 발수층이 함침 형성된 분리판을 제

조하는 방법에 관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도 9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한 연료전지용 분리판 제조방법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도 9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한 연료전지용 분리판 제조방법은, 먼저, 설정된 두께 및 체적밀도의 흑연

호일을 준비한다(S910).

그리고, 준비된 흑연호일에, 매니폴드, 실링용 홈 및 유로 형상에 상응하는 마스크 패턴(mask pattern)을 형성한다(S920).

그런 다음, 마스크 패턴된 흑연호일을 선택적으로 건식식각을 수행하여 매니폴드, 실링용 홈 및 유로채널을 형성한다

(S930).

그리고, 유로채널 표면에 발수층을 함침되게 형성한다(S940).

그런 후, 발수층이 함침 형성된 흑연호일에서 상기 마스크 패턴을 제거한 후, 세척 및 열처리 과정을 거쳐 분리판을 완성하

게 된다(S950).

이와 같은 과정에 의하면, 모노폴라 구조의 분리판이 완성되게 된다. 바이폴라 구조의 분리판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준비

된 흑연호일의 일측면에 상기 S920 및 S930 단계를 거쳐 유로채널 등(즉, 상기 매니폴드, 실링용 홈 및 유로채널)을 형성

한 후, 흑연호일의 다른 측면에 마찬가지로 상기 S920 및 S930 단계를 거쳐 유로채널 등을 형성한다.

그런 후, 양측면에 유로채널 등이 그 양측면에 형성된 흑연호일을 상기 S940 및 S950단계를 거쳐 바이폴라 구조의 분리판

을 완성하게 된다.

따라서, 바이폴라 구조의 분리판 제조과정은 모노폴라 구조의 분리판 제조과정에 관한 설명으로부터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일예로 모노폴라 구조의 분리판(250)을 제조하는 방법에 관해, 전술한 각 단계(S910~S950)를 더욱 상세히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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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흑연호일 준비과정(S910)에서는, 일예로, 두께 1.0mm, 평균비중 1.78g/cm3, 크기 10cm x 15cm 의 흑연호일을 준

비한다. 이 때, 준비된 흑연호일을 건조기에서 100℃, 5분 동안 건조하여 수분을 제거한다. 준비된 흑연호일에 얼라인 홀

(631,632,633,634)을 형성한다. 이 때, 준비된 흑연호일은 유로채널 등이 형성되기 전이므로, 얼라인 홀

(631,632,633,634)의 직경, 그리고 그 사이 거리만 설정된 제원에 따라 형성하면 된다.

상기 마스크 패턴 형성단계(S920)는, 여러가지 방식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 일예로는, 고무(rubber) 또는 스테인레스 소재

로서 유로채널 등의 형상이 새겨진 마스크를 흑연호일에 부착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른 예로는, 건식필름(dry film)을 이용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건식필름(일예로 BF410)을 이용하는 경우에, 먼저, 래미네이터(laminator) 장치를 사용하여 두께가 100㎛인 건식필름(일

예로 BF410)을 코팅한다. 래미네이터 공정 과정에서 상부 롤러 온도는 70℃ 정도, 하부롤러 온도는 65℃정도, 그리고 롤

링 속도는 60mm/sec 정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유로채널 등이 패턴된 필름 마스크(film mask)를 흑연호일에 밀착하여, 노광기에서 20mW/cm2 정도의 에너지 밀

도로 약 18~23초 동안 노광한다.

건식필름의 경우 현상액에 디핑(dipping)하는 경우 융기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건식필름이 코팅된 흑연호일을 현상하기

위해, 분무형 현상기에서 현상액(일예로, 1~2% Na2CO3 용액) 노즐을 이동하면서 분무하여 현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분무형 현상기의 공정 조건은, 현상액 온도 25℃ 정도, 분무 압력 2.7Kg/cm2 정도, 노즐 이동 속도는 80mm/sec 정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현상한 후에는, 오븐에서 100℃, 5분 동안 베이크(bake)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마스크 패턴 형성단계(S920)에서는 마스크를 흑연호일에 부착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 때, 얼라인 홀

(631,632,633,634)과 얼라인 봉이 사용된다. 이와 같이 얼라인 홀(631,632,633,634)를 이용하여 흑연호일에 마스크를

부착하는 과정에 관해 더욱 상세히 설명한다.

도 10에 도시된 바와 같이, 노광기(1000)위의 작업평판(1100)에는 대구경의 얼라인 봉(1021,1022) 쌍과 소구경의 얼라

인 봉(1023,1024) 쌍이 돌출 형성되어 있다. 상기 작업평판(1100)은 노광기(1000)의 광원(1005)에서 생성된 현상광이

통과할 수 있는 투명판으로 형성된다.

준비된 마스크(1010)에는 상기 얼라인 봉(1021,1022,1023,1024)에 대응되는 설정된 위치에 얼라인 홀

(1011,1012,1013,1014)이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상기 흑연호일 준비단계(S910)에서는 상기 얼라인 봉

(1021,1022,1023,1024)에 대응되는 위치에 흑연호일의 얼라인 홀(631,632,633,634)이 형성된다.

통상적으로 마스크(1010)의 두께는 0.2mm 미만이므로, 상기 작업평판(1100)으로부터 얼라인 봉

(1021,1022,1023,1024)이 돌출되는 높이(h)는 0.2mm 정도로 족하다. 다만, 대구경의 얼라인 봉(1021,1022)이 소구경

의 얼라인 봉(1023,1024)보다 약간 더 돌출되도록 함으로써, 분리판의 배치시 대구경의 얼라인 봉(1021,1022)을 이용하

여 개략적인 위치를 손쉽게 잡은 후, 소구경의 얼라인 봉(1023,1024)을 이용하여 정밀하게 얼라인위치를 잡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돌출된 얼라인 봉(1021,1022,1023,1024)이 얼라인 홀(1011,1012,1013,1014)이 삽입되도록 마스크(1010)를

작업평판(1100) 상에 배치한다. 이 때, 얼라인 봉(1021,1022,1023,1024)의 돌출 높이(h)는 마스크(1010)의 두께보다 크

므로 얼라인 봉(1021,1022,1023,1024)는 마스크(1010)를 통과하여 돌출되게 된다.

따라서, 준비된 흑연호일을 얼라인 홀(631,632,633,634)이 얼라인 봉(1021,1022,1023,1024)에 끼워지도록 배치하는 것

만으로도 분리판의 전후면은 정밀하게 얼라인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얼라인 과정에 의해 흑연호일에 마스크를 부착함으로

써, 분리판의 전후면은 정밀하게 얼라인되게 된다.

상기 유로채널 형성단계(S930)에서는, 마스크 패턴(mask pattern) 공정을 거친 흑연호일을 일예로 샌드블러스터(sand

bluster)장치를 사용하여 유로채널의 깊이(depth)가 약 500㎛ 정도가 되도록 건식식각(etch)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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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샌드블러스터 공정 조건에서, 기판 이동 속도는 약 40mm/분 정도, 노즐 이동 속도는 약 20m/분 정도, 노즐 분출압

력은 약 3.0kg/cm2, 그리고 기판과 노즐 사이의 거리는 약 60mm 정도인 것이 바람직하다. 유로채널 바닥면에 수십 마이

크로미터의 거칠기(surface roughness)가 형성될 수 있도록, 연마제는 일예로 SiC를 사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샌드블러스터 공정 대신에 혹은 이와 병용하여, 연마제를 이용한 식각방법인 초음파식각(Ultrasonic etching)

과정이 수행될 수 있다.

상기 발수층 함침 형성과정(S950)에서는, 유로채널이 형성되고 마스크 패턴이 부착된 흑연호일을, 발수액(일예로, 20%

PTFE(Polytetrafluorethelyene) 용액)에 2초 내지 4초 동안 디핑(dipping)하거나 스프레이코팅(spray coating) 처리한

후, 50℃ 내지 90℃ 범위에서 건조한다.

상기 분리판 완성단계(S950)에서는, 흑연호일에 부착된 건식필름을 제거하기 위해 초음파세척기를 사용하여 상기 마스크

패턴을 아세톤 용액에서 제거한 후, 세정 그리고 열처리하여 분리판을 완성한다. 이러한 세정 및 열처리 과정은 당업자에

게 자명하다. 그리고 고무 또는 스테인레스 소재의 마스크가 사용된 경우에는 이를 분리함으로써 제거할 수 있다.

이상 본 발명의 실시예에 관한 설명에서는, 분리판이 균질한(uniform) 구조의 흑연호일을 사용하는 것을 설명하였다. 그러

나, 본 발명의 보호범위가 반드시 이에 한정된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분리판으로 사용되는 흑연호일 내부에 스테인

레스 층을 포함할 수 있는 등, 실시예의 변경이 가능하다.

이하에서는, 이와 같이 분리판으로 사용되는 흑연호일이 그 내부에 스테인레스 층을 포함하는 것에 관해, 본 발명의 제2실

시예를 도 11을 참조로 설명하기로 한다.

도 11은 도 6의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의한 XI-XI선에 따른 단면도이다.

도 1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의한 분리판(1150)으로 사용되는 층상구조의 흑연호일(1140)은, 그 내

부에 스테인레스 층(1160)을 포함한다.

이와 같이 내부에 스테인레스 층(1160)을 포함하는 흑연호일(1140)은, 스테인레스 층(1160)을 중심으로 하여 그 전후면

에 설정된 두께의 흑연층을 압착함으로써 쉽게 생산될 수 있다.

상기 스테인레스 층(1160)은, 일예로 SUS304 또는 SUS316을 사용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 그 두께(t)는 0.1mm 내지

0.3mm 인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스테인레스 층(1160)의 전후면에 형성되는 흑연층의 두께(d3)는, 유로(610)의 깊이

를 고려하여 0.2mm 이상인 것이 바람직하고, 생산원가를 고려하여 3mm 이하인 것이 바람직하다.

즉, 이러한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의한 분리판(1150)은, 일예로 0.1mm 두께의 스테인레스 층(1160)을 중심으로 그 전후

면에 각각 0.2mm 두께의 흑연층이 형성된 흑연호일(1140)(따라서 그 전체 두께(D3)는 0.5mm가 된다)을 이용하여, 그 일

측면(일예로, 도 11의 상면)을 건식식각하여 유로(610)를 형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이 내부에 스테인레스 층(1160)이 형성된 흑연호일(1140)을 이용하여 분리판(1150)을 생산하는 과정은, 도

10을 참조로 전술한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관한 분리판(250,260)을 생산하는 과정과 동일하다.

다만, 유로(610) 형성을 위한 건식식각 과정에서, 스테인레스 층(1160) 일측면은 스테인레스 층(1160)이 노출되도록 그

흑연층이 식각된다. 그런데, 스테인레스 층(1160)은 그 전후면에 형성된 흑연층에 비해 건식식각(예를 들면, 전술한 샌드

블러스터링 식각) 과정에서 식각률이 현저히 낮다. 따라서, 이러한 스테인레스 층(1160)은 식각과정에서 식각장벽(etch

stop)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에 의하면, 분리판의 생산과정이 더욱 편리해지는 것이며, 또한, 보다 낮은 정밀성의 생산장비를 이용하여도

고성능 고정밀의 분리판을 용이하게 생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비록 스테인레스 층(1160)의 강도는 흑연층에 비해 높으나, 식각과정에서 사용되는 연마제에 의해, 제1실시예에 관해 전

술한 정도의 거칠기(일예로, 수십마이크로미터)는 그 표면에 용이하게 형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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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발수층 형성과정(도 9의 S940단계 참조)에서는, 스테인레스 층(1160)이 유로(610) 상에 노출된 상태에서 발수층

(810)을 형성한다. 따라서, 스테인레스 층(1160)이 유로(610) 상에 노출된 상태에서 발수층(810)을 형성하게 되므로, 완

성된 분리판(1150)의 경우 상기 발수층을 개재하여 유로 상에 노출되는 상태가 되게 된다.

이상으로 본 발명에 관한 바람직한 실시예를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은 상기 실시예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본 발명의 실시

예로부터 당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한 용이하게 변경되어 균등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의 모든 변경을 포함한다.

일예로, 전술한 설명에서는 고분자전해질형 연료전지(Polymer Electrolyte Fuel Cell)을 대상으로 하여 본 발명을 설명하

였으나, 본 발명의 보호범위가 이에 한정된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오히려, 그 정상작동온도가 흑연호일의 내구온도

범위(일예로 250도 이하)에 포함되는 임의의 방식의 연료전지에도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은 적용 가능하다. 일예로, 직접

메탄올 연료전지(DMFC, Direct Methanol Fuel Cell)에도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은 적용 가능하다.

따라서, 전술한 설명에서, 그리고 첨부된 청구항에서 고분자전해질형 연료전지에 해당하는 용어는 반드시 이에 한정되는

구성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일예로, 연료가스의 용어는, 가스형태의 수소뿐만 아니라, 액상으로 공급되는 메탄올 연료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로 이

해되어야 한다. 또한, 막전극접합체의 용어는 고분자전해질 이외의 형태의 연료전지에 관하여는 이에 대응되는 구성을 지

칭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발명의 효과

전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하면, 연료전지용 분리판에 있어서, 층상구조의 흑연호일(graphite foil)을 그 소

재로 사용하고, 분리판에 형성된 유로채널의 내벽에는 발수층을 함침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환원전극(cathode)에서 발생되는 물이 효율적으로 배출되게 되므로, 반응가스가 촉매층으로 확산되는 것을 촉진

시키는 등, 연료전지의 성능을 향상할 수 있다. 이는, 연료전지 스택의 단위체적당 출력밀도를 향상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다.

또한, 건식식각을 통해 형성된 분리판의 유로채널 내벽에 발수층이 함침 형성되게 되므로, 발수층의 내구성이 향상되고,

따라서, 연료전지의 내구성 및 신뢰성을 향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흑연호일 내부에는 서모세팅(thermosetting) 또는 서모플라스틱(thermoplastic)과 같은 수지(resin)이 실질상 배제

되고, 막전극접합체에 접촉되는 분리판 표면은 마스크 패턴에 의해 발수층 형성이 방지되므로, 셀간의 접촉저항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별도의 공정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러한 흑연호일은 열전도도(heat conductivity)가 높아 연료전지 스택에서의 냉각효과를 향상함과 아울러 연료전

지 스택의 온도분포를 균일하게 할 수 있다.

또한, 분리판의 소재로 사용되는 층상구조의 흑연호일은 대량생산이 가능하므로, 분리판 생산비용 즉, 연료전지 생산비용

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그 제조과정이 단순화되고 대량생산에 적합하게 구현될 수 있으므로, 분리판의 생산비용 및 연료전지의 생산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정정)연료전지의 막전극접합체(MEA)의 산화전극 또는 환원전극에 유체분배층을 개재하여 밀착되고, 상기 유체분배층과

의 사이에서 유체의 통로가 되는 유로채널이 형성된 연료전지용 분리판으로서,

등록특허 10-0545992

- 14 -



상기 분리판은 층상구조의 흑연호일을 포함하며,

상기 유로채널의 내면에는 발수층(hydrophobic layer)이 그 표면으로부터 함침(impregnation)형성되고,

상기 분리판의 유로채널 사이 랜드 표면에는 발수층이 실질상 배제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료전지용 분리판.

청구항 2.

(정정)제1항에서,

상기 층상구조의 흑연호일은, 그 내부에 스테인레스 층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료전지용 분리판.

청구항 3.

제2항에서,

상기 스테인레스 층은 상기 발수층을 개재하여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료전지용 분리판.

청구항 4.

제1항에서,

상기 흑연호일은, 서모세팅(thermosetting) 또는 서모플라스틱 (thermoplastic)의 수지(resin)가 실질상 배제된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연료전지용 분리판.

청구항 5.

제1항에서,

상기 흑연호일은, 그 체적밀도가 1.5g/cm3 내지 2.0g/cm3 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료전지용 분리판.

청구항 6.

제1항 내지 제5항 중 어느 한 항에서,

상기 흑연호일은, 그 두께가 0.5mm 내지 3mm 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료전지용 분리판.

청구항 7.

제1항 내지 제5항 중 어느 한 항에서,

상기 발수층은, 그 두께가 30μm 내지 100μm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료전지용 분리판.

청구항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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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내지 제5항 중 어느 한 항에서,

상기 분리판에는 하나 이상의 매니폴드가 형성되고,

상기 하나 이상의 매니폴드 및 상기 유체분배층에 밀착하는 영역 각각의 둘레에는 실링부재가 상기 분리판에 일체화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료전지용 분리판.

청구항 9.

제8항에서,

상기 실링부재는, 상기 하나 이상의 매니폴드 및 상기 유체분배층에 밀착하는 영역 각각을 폐곡선으로 감싸는(enclose)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연료전지용 분리판.

청구항 10.

연료전지의 막전극접합체(MEA)의 산화전극 또는 환원전극에 유체분배층을 개재하여 밀착되고, 상기 유체분배층과의 사

이에서 유체의 통로가 되는 유로채널이 형성된 연료전지용 분리판을 제조하는 방법으로서,

설정된 규격의 흑연호일을 준비하는 단계;

상기 흑연호일에, 상기 유로채널에 대응하는 마스크 패턴(mask pattern)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마스크 패턴이 형성된 흑연호일을 식각함으로써 상기 흑연호일에 유로채널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유로채널의 내면에, 발수층(hydrophobic layer)을 함침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흑연호일로부터 상기 마스크 패턴을 제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료전지 제조방법.

청구항 11.

제10항에서,

상기 마스크 패턴(mask pattern)을 형성하는 단계는,

상기 흑연호일을 건식 필름(DFR;Dry Film Resistor)으로 코팅하는 단계;

상기 코팅된 흑연호일을 노광하는 단계; 및

분무형 현상기의 분무노즐을 이동하면서 상기 판의 건식 필름을 현상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료전지

제조방법.

청구항 12.

제10항에서,

상기 마스크 패턴(mask pattern)을 형성하는 단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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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rubber) 또는 스테인레스 소재로서, 상기 유로채널에 대응되는 패턴이 새겨진 마스크를 상기 흑연호일에 부착하여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료전지 제조방법.

청구항 13.

제10항에서,

상기 흑연호일에 유로채널을 형성하는 단계는,

샌드블라스터(sand blaster) 과정 및 초음파식각(ultrasonic etching)과정 중 하나 이상의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료전지 제조방법.

청구항 14.

제10항 내지 제13항 중 어느 한 항에서,

상기 발수층(hydrophobic layer)을 함침 형성하는 단계는,

상기 마스크 패턴이 부착되고 상기 유로채널이 형성된 상태에서 상기 흑연호일 상에 발수층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발수층이 형성된 흑연호일을 50℃내지 90℃의 온도범위에서 건조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료

전지 제조방법.

청구항 15.

제14항에서,

상기 발수층을 형성하는 단계는,

상기 흑연호일 표면에 발수액을 스프레이코팅(spray coating)하거나, 상기 발수액에 흑연호일을 디핑(dipping)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료전지 제조방법.

청구항 16.

제10항에서,

상기 유로채널은 상기 분리판의 전면 및 후면에 형성되고,

상기 마스크 패턴은 전면 마스크 패턴 및 후면 마스크 패턴을 포함하되,

상기 전면 및 후면 마스크 패턴 각각에는 한 쌍 이상의 얼라인 홀이 형성되고,

상기 흑연호일에는 상기 마스크 패턴의 얼라인 홀에 대응되는 하나 이상의 얼라인 홀이 형성되어,

상기 마스크 패턴의 얼라인 홀 및 상기 흑연호일의 얼라인 홀은 이에 대응되는 한 쌍 이상의 얼라인 봉을 이용하여 얼라인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료전지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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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7.

제16항에서,

상기 한 쌍 이상의 얼라인 홀, 및 한 쌍 이상의 얼라인 봉은, 크기가 다른 복수 쌍의 얼라인 홀 및 얼라인 봉을 각각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료전지 제조방법.

청구항 18.

적어도 하나 이상의 단위전지를 구비하는 연료전지 스택(stack)으로서,

상기 단위전지는,

고분자 전해질막과 그 양쪽면에 각각 형성되는 산화전극과 환원전극을 포함하는 막전극접합체(MEA);

상기 막전극접합체 양쪽면에서 상기 산화전극 및 환원전극에 각각 인접하도록 배치되는 한 쌍의 유체분배층; 및

상기 각각의 유체분배층의 바깥쪽면에 밀착 결합되며, 상기 유체분배층을 대하는 표면에 유로채널이 형성되어 반응영역을

이루고, 이 반응영역의 주변부에 매니폴드(manifold) 영역이 형성되는 한 쌍의 분리판을 포함하되,

상기 한 쌍의 분리판 중 하나 이상의 분리판은 층상구조의 흑연호일을 포함하며,

상기 하나 이상의 분리판의 유로채널의 내면에는 발수층(hydrophobic layer)이 그 표면으로부터 함침되어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료전지 스택.

청구항 19.

(정정)제18항에서,

상기 층상구조의 흑연호일은, 그 내부에 스테인레스 층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료전지 스택.

청구항 20.

(정정)제19항에서,

상기 스테인레스 층은 상기 발수층을 개재하여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료전지 스택.

청구항 21.

제18항에서,

상기 흑연호일은, 서모세팅(thermosetting) 또는 서모플라스틱 (thermoplastic)의 수지(resin)가 실질상 배제된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연료전지 스택.

청구항 22.

제18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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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흑연호일은, 그 체적밀도가 1.5g/cm3 내지 2.0g/cm3 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료전지 스택.

청구항 23.

제18항 내지 제22항 중 어느 한 항에서,

상기 흑연호일은, 그 두께가 0.5mm 내지 3mm 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료전지 스택.

청구항 24.

제18항 내지 제22항 중 어느 한 항에서,

상기 발수층은, 그 두께가 30μm 내지 100μm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료전지 스택.

청구항 25.

제18항 내지 제22항 중 어느 한 항에서,

상기 매니폴드 외곽과 상기 반응영역 외곽을 따라 실링부재가 상기 분리판과 일체화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료전지 스

택.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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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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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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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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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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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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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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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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