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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Recently, fuel cell field is receiving much attention as an environ-
mentally friendly energy in the world. Among the various types of fuel cells, in the
case of PEMFC, ions move through the membrane in the middle of the unit cell.
Therefore, proper moisture is required inside the PEMFC. In the case of mem-
brane type humidifier, flat membrane or hollow fiber membrane is mainly used. 
Since various parameters can change the performance, the performance inves-
tigation has to be carried out with parameters. In this study, water transport of 
hollow fiber membrane was investigated in terms of principle operating con-
ditions such as temperature and flow rate. 

Key words : Proton exchange membrane fuel cell(양성자 교환막 연료전지), Hollow 
fiber membrane(중공사막), Humidity(습도), Humidifier(가습기), Water 
transport(수분 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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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자동차 시장에서도 내연기

관이 아닌 새로운 동력계를 포함한 자동차가 시장에 

소개되고 있다.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는 양성자 교환

막 연료전지(proton exchange membrane fuel cell, 

PEMFC)를 동력계로 주행하는 자동차이다. 수소 연

료전지 자동차의 구성품 중 하나인 가습기는 공기 

공급계 후단에 설치되어, 연료전지 공기극을 가습시

켜 주는 장치이다1-6).

다양한 종류의 가습 방법이 소개되었으며, 그중 

막 가습기는 원통 다관형 또는 평판형 물질교환기의 

형태로 개발되고 있다. 두 경우 모두 수분 투과막을 

사용하고 있으며, 한쪽으로는 건조 공기가 유입되고, 

다른 쪽으로 습공기가 유입된다. 원통 다관형 물질 

교환기는 수분 투과 성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발의 

중공사관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평판형 가

습기는 연료전지 스택과 동일한 방법으로 다수의 수

Trans. of Korean Hydrogen and New Energy Society, Vol. 29, No. 6, 2018, pp. 620~626 
DOI: https://doi.org/10.7316/KHNES.2018.29.6.620

KHNES
pISSN  1738-7264 • eISSN  2288-7407



채종민⋅유상석    621

Vol. 29, No. 6, December 2018 Transactions of the Korean Hydrogen and New Energy Society  <<

Type 1 Type 2

Fig. 1. Hollow fiber membrane tube

Table 1. Specifications of hollow fiber membrane  tube

Diameter Thickness Dimension
Membrane 
diameter

Membrane 
thickness

10 mm 1.5 mm 157 mm 1.1 mm 0.1 mm

분 투과막을 적층시켜서 물질교환을 하고 있다. 

원통 다관형 가습기가 상대적으로 단위부피당 물

질 전달 면적이 유리하고, 또 열전달 측면에서도 유

리해서, 차량용으로 개발되고 있다. 중공사형 수분 

투과막에 대해서는 물리적 특성이 일부 보고되고 있

기는 하지만, 문헌 상에는 차량 운전과 연동되는 다

양한 가습 조건에 대하여 물질 교환 특성이 보고된 

예가 매우 희박하다1,7). 

본 연구에서는 원통다관형 물질 교환기에 사용되

는 중공사막 튜브 다발에 의한 수분 전달 특성을 실

험적으로 측정하고, 물질 전달 특성을 이해하고자 한

다. 기초 실험을 위한 장치를 구성하고 작동온도와 

유량에서 막 외부의 습공기로부터 막 내부의 건공기

로의 수분 수송에 관하여 실험을 진행하고자 하며, 

이를 통하여 수분 투과량과 실험변수 간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다.  

2. 중공사막 수분 투과 특성 실험

2.1 중공사막 튜브 다발 지지체

중공사막의 수분 투과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단위 중공사막의 수분 투과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이 필요하지만 일반적인 실험 장치의 

분해능에 의하여 실험에 적용할 한계치가 결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 장치의 분해능을 고려하여 21개

의 튜브 개수를 선정하였으며, Fig. 1과 Table 1에는 

중공사막 튜브의 형상 정보를 표시하였다. 

중공사막의 수분 투과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튜브 지지를 위한 지그를 제작해야 한다. 두 가지 방

법을 이용하여 수분 투과 정도를 확인하였는데, 그중 

하나는 Fig. 1의 좌측과 같이 중공사 막 튜브를 고정

하는 외곽 튜브를 이용하여 내부에 21개의 중공사막 

튜브를 인입한 경우이다. 외부에 습공기를 일정 방향

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 특성을 확인하였다.  

또 다른 방법은 외부에 습공기가 자유롭게 흐를 수 

있도록 중공사막 튜브 지지 부분만 외관 튜브를 사

용한 경우로 Fig. 1의 오른쪽이다. 튜브 제작 방법에 

따라 왼쪽을 type 1, 오른쪽을 type 2로 지칭하였다. 

2.2 습증기 투과 실험용 지그 및 평가 장치

앞장에서 말한 튜브를 장착하여 습증기 전달 특성

을 확인할 수 있도록 Fig. 2와 같이 실험 테스트 지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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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chematics of hollow fiber water transport evaluation system

Fig. 2. Test jig design and shape

Table 2. Test jig specifications

Outside 
dimension

Outside 
diameter

Inside 
dimension

Inside 
diameter

Material

226.6 mm 35 mm 156.6 mm 10 mm AISI304

를 제작하였다. 습증기 투과 평가용 지그는 양쪽 끝

단의 건공기 공급실과 중간의 습공기 공급실 사이에 

공기의 흐름이 생기지 않도록 각 부분에 오링을 삽

입 할 수 있는 홈을 두어 밀봉을 하였다. 또한 습공기 

측 격실 속에 튜브 다발이 왜곡이나 변형 없이 장착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막 외부의 습공기로부터 막 

내부의 건공기로의 수분 투과만 발생하도록 유동을 

유도할 수 있도록 유로를 설계하였다. Table 2는 습증

기 투과 평가용 지그의 주요 제원을 보여 주고 있다. 

습증기 투과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건공기 공

급부와 습공기 공급부, 측정부가 필요하며 Fig. 3에

는 전체 평가 장치의 개략도를 보여주고 있다. 압축

기를 통하여 공급되는 공기를 두 개의 분지관을 통

하여 양단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하였

다. 건공기의 건도 유지를 위하여 압축기 후단에 제

습장치를 설치하였으며, 습공기 측은 별도의 버블러

형 가습 장치를 거쳐 습도를 제어한 후 평가 지그로 

유체를 공급한다. 유량의 정밀한 제어를 위하여 양단

에 MFC를 설치하였으며, 양쪽 MFC의 최대 유량은 

15 L/min이며, 라인테크사 제품을 사용하였다.

버블러 타입 가습기는 초순수를 공급하였으며, 공

기 인입관이 가습기 하단부까지 분사될 수 있도록 

장치를 구성하였다. 버블러 타입 가습기 내부에는 열

원 장치를 설치하였으며, 내부 온도를 측정하기 위한 

열전쌍과 외부에서 온도 제어를 위한 제어기를 두어 

가습기의 온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 테스트 

지그 전단에서 양단의 온도와 습도를 측정할 수 있도

록 온습도 센서를 설치하였으며, 지그 양쪽 출구에도 

습도 측정이 가능하도록 온습도 센서를 설치하였다. 

습증기 투과 평가용 지그 전단과 후단에는 응축 

방지 실을 두어 응축을 방지하였으며 응축 방지 실

에서 습도와 온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부

분에는 히팅 밴드를 이용하여, 온도가 유지될 수 있

도록 하여 관 중간의 응축을 방지하였다. 또 이를 위

하여 다수의 온도 제어 장치(Yokogawa, UT32A)를 

개별 라인마다 설치하여, 중간 응축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온도 제어용 PID 제어기는  ±1%

의 정도를 가지며 solid stare relay (SSR)를 이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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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Operating parameters of water transport experiment

Parameters

Tube shape Type 1, type 2

Temperature 40℃, 60℃, 80℃
Flow rate 5 L/min, 10 L/min, 15 L/min

Pressure 0 barg

After supplying ultrapure water to the bubbler 
type humidifier, set each parts to the desired 

operating temperature

To prevent condensation, set the temperature 
of the condensation prevention chamber 10℃ 

higher than the other parts

Adjust the temperature of the bubbler type humidifier 
to adjust the humidity of exhausting air and 

set it to the desired humidity (adjust the temperature 
of the humidifier with reference to the saturated 

water vapor table8))

When the humidifier reached the desired humidity, it 
measures relative humidity and temperature in each 

condensation prevention chamber for 1 minute

Fig. 4. Experimental procedures of water transport through 
hollow fiber tube

전력량을 조절하였다. 그리고 K타입 열전대를 유량 

관에 다수 설치하여 중간 응축을 확인하고 또 동시

에 작동 유체의 온도를 측정하는데 사용하였다. 실험

에서 채용한 실험변수는 Table 3과 같으며, 두 가지 

중공사막 튜브 다발 지지체의 특성 비교도 수행하였

다. 실험 진행 중에는 습공기 습도를 변수로 하였으

며 주어진 파라메터에 따라 2회 이상 반복 실험을 수

행하였다. 

 

2.3 실험 절차 및 방법

중공사막 튜브의 습증기 투과 특성 실험 절차는 

Fig. 4와 같다. 측정된 온도 정보, 압력 및 상대습도

를 이용하여 양단의 수분량을 환산하기 위하여 다음

과 같은 식을 사용하였다. 주어진 조건에서의 상대습

도 식은 다음과 같다8).

 

 
×  (3)

Psaturation은 포화수증기압이며 이는 각 온도에서의 

상태량으로 알려져 있다8). Pvapor는 증기의 압력이다. 

조건에서는 응축에 의하여 습도 센서의 측정 정밀도

가 낮아지기 때문에, 온도를 높이고 상대습도를 낮추

어 측정하였으며, 이 경우 측정된 상대습도를 작동온

도에서의 상대습도로 환산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
×  (4)

RHc,T는 작동온도에의 상대습도, ϕm는 측정된 상

대습도, Psat,m는 측정된 포화수증기압, Psat,c는 작동온

도에서의 포화수증기압을 나타낸다. 환산된 상대습

도를 절대습도로 환산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8).

  

 
    (5)

P는 측정된 지점의 총 압력이며 w는 절대습도이

다. 절대습도와 질량유량을 이용하여 수분 수송량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   (6)

3. 결과 및 고찰

3.1 튜브 형상에 따른 습증기 투과 특성

각 실험은 유효성 확보를 위한 반복 실험을 진행

하였으며 X축은 습공기의 상대습도이며 Y축은 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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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Water transport in two different temperatures (type 1)

Fig. 6. Water transport by two different atmospheric conditions

기로부터 건공기로의 수분 수송량이다.

Fig. 5는 튜브형상 type 1의 유량 5 L/min, 압력 

0 barg에서 작동온도 40℃, 60℃에서의 습공기 측으

로부터의 수분 수송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온도를 

고정하고 습공기의 상대습도를 증가시키면 습공기의 

절대 습도가 증가하게 된다. 건공기 측은 상대습도 0

에 근접하도록 유지하고 있으므로, Fig. 5는 순수하

게 습공기 측 습증기의 농도 증가에 따른 수분 수송

량 증가를 보여준다. 주어진 온도에 따른 수분 수송

량은 상대습도 증가에 선형적으로 거동함을 알 수 있

다. 또한 작동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동일 습공기의 상

대습도에서 작동온도 40℃보다 60℃에서 약 5×10-4 g/s 

수분 수송량이 증가하는 것을 보여준다. 

상대습도는 포화수증기압과 증기의 분압으로 표

현되며 포화 수증기압은 각 온도에서의 상태량으로 

알려져 있다. 온도, 유량, 압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상

대습도를 증가시키면 포화수증기압은 변하지 않고 

공급되어지는 습공기의 증기의 분압이 증가하여 습

공기의 절대습도가 증가하게 된다. 또한 유량, 압력

을 유지한 상태에서 온도를 증가시키면 포화 수증기

압이 증가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온도를 증가시키면 

저온에서와 동일 상대습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높

은 증기의 분압이 요구되어 공급되어지는 습공기의 

절대습도를 증가시킨다. 즉 공급되어지는 습공기의 

상대습도와 작동온도를 증가시키는 것은 건공기의 

절대습도는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습공기의 절대

습도가 증가시키므로 건공기와 습공기의 농도차가 

더욱 커지게 되어 수분 투과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Fig. 6은 type 1과 type 2의 유량 5 L/min, 압력 0 

barg에서 작동온도 40℃, 60℃의 실험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Fig. 6은 동일 습공기의 상대습도에서 튜브

의 형상이 type 1보다 type 2일 때 수분 수송량이 작

동온도 40℃에서는 약 5×10-4 g/s 증가하며 작동온도 

60℃에서는 약 12×10-4 g/s 증가하는 것을 보여준다. 

Type 1의 튜브 형상보다 type 2의 형상이 막 외부

로 흐르는 습공기의 흐름이 더 자유롭다. 이로 인하

여 수분이 투과할 수 있는 막의 면적이 type 1보다 

type 2의 면적이 크다. 또한 type 2보다 type 1의 튜

브 내부의 압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압력의 증

가는 수분 투과량의 감소를 야기할 수 있다. 즉 흐름

이 자유롭고 수분 투과면적이 큰 type 2가 더 높은 

수분 투과량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3.2 파라메터별 습증기 투과 특성

각 실험은 신뢰성 확보를 위한 반복 실험을 진행

하였으며 X축은 습공기의 상대습도이며 Y축은 습공

기로부터 건공기로의 수분 수송량이다. Fig. 7은 튜

브형상 type 2의 유량 5 L/min, 압력 0 barg에서 작동

온도 40℃, 60℃, 80℃의 실험 결과이다. Fig. 7은 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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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Water transport in three different temperatures (type 2)

Fig. 8. Water transport in terms of  flow rates (type 2)

공기의 상대습도가 증가함에 따라 습공기에서 건공

기로의 수분 수송량이 증가하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작동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동일 습공기의 상대습도

에서 작동온도 40℃보다 60℃에서 약 18×10-4 g/s, 

80℃에서는 약 69×10-4 g/s 수분 수송량이 증가하는 

것을 보여준다.

Fig. 8은 튜브형상 type 2의 온도 60℃, 압력 0 barg

에서 작동유량 5 L/min, 10 L/min, 15 L/min의 실험

결과이다. Fig. 8은 이전 실험과 동일하게 습공기의 

상대습도가 증가함에 따라 수분 수송량이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며 작동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동일 습공

기의 상대습도에서 작동유량 5 L/min보다 10 L/min

에서 약 6×10-4 g/s, 15 L/min에서는 약 10×10-4 g/s 

수분 수송량의 증가를 보여준다.

4. 결 론

1)  중공사막 외부의 습공기의 상대습도가 증가함

에 따라 외부의 습공기로부터 내부의 건공기로의 수

분 수송량이 증가한다.

2)  중공사막의 막의 노출 형태는 type 1보다 ty-

pe 2가 막 외부의 습공기의 흐름이 자유롭고 투과 면

적이 더 크므로 수분 수송량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된다.

3)  수분 수송량 측면에서 작동 조건은 습공기의 

상대습도를 높일수록 작동유체의 작동온도, 작동유

량을 높일수록 유리하다고 판단된다.

4)  반복 실험 결과 각 실험 결과값에는 비슷한 경

향을 가지는 것을 파악하였으며 각 값들의 약간의 

차이는 측정값이 매우 작은 값이며 센서의 민감도 

및 튜브의 제작 한계로 인한 완전 동일치 못한 튜브

의 형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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