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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재구성을 통한 용융탄산염 연료전지용 
쉴디드 슬롯 플레이트의 성형 이력을 고려한 굽힘 특성 분석

Analysis of the bending behavior of the shielded slot plate 
for the molten carbonate fuel cell considering the forming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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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용융탄산염 연료전지(Molten carbonate fuel cell)
는 발전용 연료전지 중 하나로 열병합 발전 등에 

적용 가능하다. 또한 상용화에 가까운 연료전지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1]. 용융탄산염 연료전지

는 금속 분리판 (센터플레이트, 쉴디드 슬롯 플레이

트)과 구성요소 (애노드, 캐소드, 매트릭스)로 구성

된다. 이 중, 쉴디드 슬롯 플레이트(Shielded slot 
plate)의 단위 형상은 사다리꼴 형상이며, 박판 성형 

공정을 통해 제작된다.

Fig. 1 Structure of the molten carbonate fuel cell

용융탄산염 연료전지는 쉴디드 슬롯 플레이트

와 구성요소간의 접촉성을 향상시켜 효율을 향상

시키기 위해 면압이 가해진다. 따라서 연료전지의 

장기 운전성능 및 발전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쉴디드 슬롯 플레이트의 고강성 설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고온, 면압 상태에서 쉴디드 슬롯 플레이트

의 상온 및 고온 거동, 열변형을 분석하고 이를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쉴디드 슬롯 플레이트는 박판 소성가공 공정에 

의해 제작되기 때문에 성형 공정에서 발생한 응력 

분포, 유효 소성변형율이 쉴디드 슬롯 플레이트의 

거동에 큰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쉴디드 슬롯 플레

이트의 거동 분석에 성형 이력의 고려가 동반되어

야 한다. 기존의 연구 [2] 에서는 자동차 부품의 

성형 해석 형상을 사용하여 요소를 재구성한다. 
그리고 해석 결과를 사상(Mapping) 하여 충돌 특성 

분석 등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의 

경우, 단위 형상의 반복 구조로 구성된 쉴디드 슬롯 

플레이트에는 적용이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쉴디드 슬롯 플레이트의 

단위 형상 해석 결과를 사용하여, 육면체 요소를 

재구성하였다. 그리고 단위 형상의 요소 재구성 

결과를 반복, 대칭을 통해 대면적 해석 모델을 구성

하였다. 그리고 3점 굽힘 실험 및 해석을 통해 해석 

모델의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2. 요소 재구성을 통한 대면적 해석 모델 개발

쉴디드 슬롯 플레이트의 성형 공정은 개방형 

사다리꼴 형상을 성형하는 슬리팅 공정, 소재의 

성형성을 향상시키는 중간 성형 공정, 목적 형상으

로 성형하는 최종 성형 공정의 3단 성형 공정으로 

구성된다 [3]. 단위 형상의 거동 분석은 성형 해석 

결과를 직접 사용하여 해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3점 굽힘 등의 대면적 거동 해석은 필요한 요소의 

개수가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단위 

형상의 직접적 적용이 어렵다. 따라서 요소 재구성

을 통해 단위 형상의 요소 개수를 1/10로 줄이고, 
이를 반복 및 대칭을 통해 대면적 거동 해석을 

위한 해석 모델을 구성하였다.
요소 재구성은 네 가지 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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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형상의 3단 성형 공정 해석 결과를 사용하여 

목적 형상을 추출한다. 두 번째로, 금형 형상을 

통해 구성한 요소를 목적형상과의 비교 및 표면 

적응, 요소 유연화(Mesh smoothing)를 통해 목적 

형상으로 요소를 재구성(Remeshing)한다. 세 번째

로, 성형 이력을 고려하기 위해 단위 형상의 성형 

해석 결과를 사상(Mapping)하여 단위 형상의 요소

를 재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대면적 해석 모델은 

단위 형상의 절점, 요소, 상태변수를 반복 및 대칭을 

사용하여 구성하였다.

Fig. 2 Mesh generation of the large-area simulation 
model using the results of the forming process

3. 3점 굽힘 실험 결과 분석

쉴디드 슬롯의 굽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3점 

굽힘의 실험 결과와 해석 결과를 비교하였다. 3점 

굽힘은 스팬 거리(Span length) 120mm, 다이와 펀치

의 반경(Radius)은 12.7mm를 사용하였다. 시편은 

가로 세로 각각 200mm, 30mm이며, 쉴디드 슬롯 

플레이트의 사다리꼴 형상이 성형된 길이 방향에 

대해 실험을 진행하였다. 
성형 이력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그림 3에서와 

같이 소성변형이 실험 결과에 비해 빨리 발생하였

다. 그리고 폭 길이 대비 하중 역시 압하량 25mm에
서 실험 결과보다 38.7% 낮게 예측되었다. 그러나 

성형 요소 재구성을 통해 성형 이력을 고려하는 

경우 실험 결과와 유사한 하중-변위 선도를 얻을 

수 있었다. 

Fig. 3 Simulation results and experimental results of  
               the three-point bending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대면적 쉴디드 슬롯 플레이트의 

거동 해석을 위해 단위 형상의 성형 해석 결과를 

사용하여 1/10 요소 밀도를 갖도록 요소를 재구성 

하였다. 이를 반복 및 대칭을 통해 성형 이력을 

고려한 대면적 거동 해석 모델을 만들 수 있었다. 
3점 굽힘 해석 결과 성형 이력을 고려한 해석 모델

의 경우 실험 결과와 근소한 차이를 보이는 하중-변
위 선도를 얻을 수 있었다. 이와 같이 개발된 해석 

모델의 경우 고온, 작동 환경에서 금속 분리판의 

거동 분석에 적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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