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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파이트 시트를 이용한 직접 메탄올 연료전지용 분리판의 
프레스 가공 조건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ressing Conditions of Graphite Sheet as Material for 
Bipolar Plates in Direct Methanol Fuel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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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Bipolar plates of cathode(left) and 
anode(right) side used in EFOY Pro 1200TM. (b)
Machined stamp for pressing graphite sheets. 

1. 서론

직접 메탄올 연료전지(Direct Methanol Fuel Cell, 
DMFC)는 메탄올을 전기에너지로 직접변환할 수 

있는 장치로서 에너지밀도가 높은 메탄올을 사용

할 수 있어, 차세대 휴대용 전자기기의 전기 저장 

장치로 각광받고 있다1. 하지만 현재 상용화된 

DMFC는 높은 가격으로 인해 널리 대중화되지 못

하고 있다. 이러한 원인중 하나는 분리판의 높은 

가격 때문으로, 최근에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그라

파이트와 고분자 화합물 등을 중합하여 그라파이

트를 프레스 가공하는 기술이 활발히 연구중이다. 
하지만 그라파이트 복합재의 경우 전기전도도와 

열전도가 일반 그라파이트에 비해 떨어지는 단점

이 있다2.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그라파이트 시트를 사용하여 분리판을 제작하였

다. 그라파이트 시트는 98% 이상의 탄소로 구성되

어 물질특성은 그라파이트와 매우 유사하나 유연

성이 있어 소성변형이 가능한 물질로서 프레스 

가공(스탬핑)이 가능하여, 이를 연료전지의 분리

판 재료로 사용할 경우 전기전도도, 열전도도 등의 

물질 특성은 일반 그라파이트에 필적하면서 생산 

가격을 낮출 수 있다.  

2. 실험 방법

본 연구에서는 독일 Smart Fuel Cell 사에서 상용

화한 DMFC 시스템인 EFOY Pro 1200TM을 구입하

여 이를 기준으로 그라포일의 성능을 비교하였으

며 Fig. 1(a)는 이 시스템에 사용된 스택의 분리판의 

연료극과 공기극을 보여주고 있다. 막전극 조립체

(Membrane-Electrode Assembly, MEA) 또한 EFOY 

Pro 1200TM에 사용된 것을 그대로 사용하여 성능 

비교를 진행하였다.
그라파이트 시트는 SGL 사의 L20010C를 사용

하였으며, 두께는 2 mm이고 압축을 할 경우 100 
MPa에서 1 mm로 압축이 된다3. 따라서 스탬프의 

유로의 깊이를 1.1 mm로 가공하였다. 유로는 

EFOY Pro 1200TM의 분리판의 유로 형상과 동일하

게 만들었으며 압축 후 그라파이트 시트의 원활한 

제거를 위해 립에 15° 정도의 구배를 주었다. Fig. 
1(b)는 가공된 스탬프를 보여준다.

실험은 EFOY Pro 1200TM이 동작하는 환경과 

비슷한 환경으로 하여 메탄올은 3.5 mL/min으로 

공급하였고 공기는 0.4 L/min으로 공급하였다.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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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Bipolar plates of cathode(a) and anode(b) side 
made of graphite sheet. (c) Machined stamp for
pressing graphite sheets.

탄올은 1 M과 2 M의 메탄올 수용액을 구성하여 

공급하였으며 50 ℃로 가열하여 공급하였다. 그라

파이트 분리판과 그라파이트 시트 분리판을 사용

하였을때의 정확한 성능 분석을 위해 측정 0.3 V의 

전압 부하를 가하여 1시간의 활성화 시간을 가졌

다. 전기부하기는 기꾸수이 사의 KFM2150 시스템

을 사용하였으며, 전압-전류 곡선을 측정할 때 10초
당 1A의 속도로 측정을 하였다.

 
3. 실험 결과 및 토의

Fig. 2(a)와 (b)는 가공된 스탬프를 이용하여 그라

파이트 시트를 가공한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그라

파이트 시트의 유연성으로 인한 그라파이트 시트

의 압축과 더불어 립의 벽면을 보면 물질의 소성변

형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반 금속 재질의 

프레스 가공시 나타나는 소성변형과 유사한 특성

으로서 그라파이트 시트의 스탬핑으로의 좋은 가

공성을 보여준다.
또한 그라파이트 시트와 같은 탄소재질의 유연

성을 가진 재질은 압축률이 높아짐에 따라 전기전

도도가 증가하는 성질을 가진다4. 따라서 프레스 

가공을 통하여 저가 생산을 구현하면서 전기전도

도를 높여 그라파이트 시트의 분리판으로서의 활

용성을 높일 수 있었으며 그라파이트 분리판과의 

비교를 통해 그라파이트 시트 분리판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그라파이트 시트의 또다른 장점은 가스켓으로

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원래 그라파이트 

시트나 포일은 고온용 가스켓 또는 실런트로 많이 

쓰이는 재질이므로 이를 연료전지의 분리판으로 

적용할 경우 연료전지의 구성요소를 줄일 수 있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Fig. 2(c)는 기존 그라파이트 분리판을 사용하였

을 때의 EFOY Pro 1200TM의 단위셀의 전압-전류 

곡선을 보여준다. 1 M과 2 M의 메탄올 수용액은 

이 시스템에서 유지하는 메탄올 수용액의 농도의 

범위로서 향후 본 그래프와 그라파이트 시트 분리

판의 성능을 비교해볼 계획이다.

4. 결론

그라파이트 시트를 프레스 가공을 이용하여 

DMFC용 연료전지 분리판을 제작해보았다. 프레

스 결과 기존 분리판 유로의 형상을 변화시키지 

않고도 프레스 가공만으로 동일한 형상을 만드는 

데에 문제없음을 확인하였으며, 향후 그라파이트 

분리판을 사용할 때의 체결 압력 및 프레스 가공 

압력의 최적화, 그리고 그라파이트 분리판 대비 

성능을 평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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