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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General polymer electrolyte fuel cell (PEMFC) operates at less than
80oC. Therefore liquid phase water resulting from electrochemical reaction ac-
cumulates and floods the cell which in turn increases the mass transfer loss. To 
prevent the flooding, it is common to employ serpentine flow channel, which can
efficiently export liquid phase water to the outlet. The major drawback of utilizing
serpentine flow channel is the large pressure drop that happens between the in-
let and outlet. On the other hand, in the high temperature polymer electrolyte 
fuel cell (HT-PEMFC), since the operating temperature is 130 to 180℃, the gen-
erated water is in the state of gas, so the flooding phenomenon is not taken into 
consideration. In HT-PEMFCs parallel flow channel with lower pressure drop be-
tween the inlet and outlet is employed therefore, in order to circulate hydrogen 
and air in the cell less pumping power is required. In this study we analyzed 
HT-PEMFC’s different flow channels by parallel computation using previously de-
veloped 3-D isothermal model. All the flow channels had an active area of 25 cm2.
Also, we numerically compared the performance of HT-PEMFC parallel flow chan-
nel with different manifold area and Rib interval against the original serpentine 
flow channel. Results of the analysis are shown in the form of three-dimensional
contour polarization curves, flow characteristics in the channel, current density 
distribution in the Membrane, overpotential distribution in the catalyst layer, and 
hydrogen and oxygen concentration distribution. As a result, the performance of
a real area fuel cell was predicted.

Key words : High-temperature polymer electrolyte membrane fuel cell(고온형 고분자
전해질형연료전지), Numerical modeling(수치모델링), Serpentine flow 
channel(사형 유로), Parallel flow channel(평행 유로), Real scale(실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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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menclature

A : area, m2

a : volumetric surface area, m-1

C : molar concentration, mol·m-3 

Cp : specific heat, J·kg-1·K-1

Di : diffusivity of species i, m2·s-1

F : Faraday constant, 96487 C·mol-1

i : current density, A·m-2 

i0 : exchange current density, A·m-2

j : transfer current density, A·m-3

K : hydraulic permeability, m2

M : molecular weight, kg·mol-1

m : mass, kg

N : number of moles, mol

p : partial pressure, Pa

R : universal gas constant, 8.314J·mol-1·K-1

S : source term in the conservation equation

T : temperature, K

U0 : thermodynamic equilibrium potential, V 
  : fluid velocity and superficial velocity in a po-

rous medium, m·s-1

V : volume, m3

Greek symbols

α : transfer coefficient

ε : porosity

ϕ : potential, V

η : overpotential, V

κ : ionic conductivity, S·m-1

μ : dynamic viscosity, kg·m-1·s-1

ρ : density, kg·m-3

σ : electronic conductivity, S·m-1 

τ : viscous shear stress, N·m-2, or tortuosity

ξ : stoichiometric flow ratio

χi : mole fraction of species i

Superscripts

eff : effective value in the porous region

ref : reference value

Subscripts

a : anode

c : cathode

e : electrolyte phase

H2 : hydrogen

I : species index

in : channel inlet

inlet : inlet

m : mass equation

mem : membrane

O2 : oxygen

ref : reference value

s : solid phase

T : energy equation

u : momentum equation 

ϕ : potential equation

0 : standard condition, viz., 298.15K and 101.3 

kPa (1atm)

1. 서 론

고분자전해질연료전지(polymer electrolyte mem-

brane fuel cell, PEMFC)는 높은 효율 및 출력 밀도, 

빠른 시동 등의 여러 가지 장점을 갖고 있다. 이와 같

은 고분자전해질연료전지는 작동온도에 따라 저온형

과 고온형으로 분류가 된다. 저온형 고분자전해질형 

연료전지(low temperature polymer electrolyte mem-

brane fuel cell, LT-PEMFC)는 나피온 전해질 막

(membrane)을 사용하며 이온전도도를 확보하기 위

해서는 전해질막의 수분함량(water content)이 충분

해야 한다. 하지만 80℃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 작동

하기 때문에 공기극 산소환원 반응(oxygen re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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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tion, ORR)으로 인해 생성된 액체상의 물이 축적

되면 반응가스 공급을 방해하는 플러딩(flooding) 현

상이 발생한다. 이러한 이유로 복잡한 물 관리가 요

구되며, 효율적으로 액체상의 물을 출구로 내보낼 수 

있는 사형 유로(serpentine flow channel)가 사용된다. 

또한, 백금전극 촉매의 일산화탄소 피독 현상과 폐열 

활용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인산을 도핑한 폴리벤조이미다졸

(PBI) 전해질 막을 사용하여 고온에서 작동이 가능

한 고온형 고분자전해질연료전지(high temperature 

polymer electrolyte membrane fuel cell, HT-PEMFC)

가 개발되었다. 120-170℃의 고온에서 작동하기 때

문에 전극의 반응속도 및 물질전달 속도가 증가하게 

되며, 일산화탄소에 한 백금 촉매의 저항성이 증가

하게 된다는 이점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HT-PEMFC

는 전기화학적 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물이 고온의 작

동온도로 인해 기체상으로 존재하여 더 이상 플러딩 

현상을 고려할 필요가 없게 된다. 따라서 기존에 

LT-PEMFC에서 압력강하가 크게 발생하지만 플러

딩 현상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된 사형 유로를 체

할 채널 형상에 한 연구가 중요한 설계인자로 고

려되고 있다.

LT-PEMFC에서 채널 형상에 한 연구는 지금까

지 많은 실험 및 시뮬레이션(simulation)을 통해서 진

행되어 왔다1-9). 본 연구진 또한 LT-PEMFC 가스 채

널 in-plane 방향으로 채널 폭과 립 폭을 변화를 주어 

high frequency resistance (HFR)와 전류밀도, 온도, 

액체포화 분포에 한 영향성을 이론적으로 분석하

였다10,11). 이에 반해, HT-PEMFC의 채널 형상에 

한 연구는 극소수의 연구진에 의해 진행되어 왔다. 

Jiao 등12)은 HT-PEMFC의 채널 형상에 따른 일산화

탄소 피독 현상에 하여 3차원 비등온 모델을 이용

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셀 성능은 사형 유로

가 가장 좋게 나왔으나, 일산화탄소의 피독 현상에 

의한 성능감소는 평행 유로가 가장 좋게 나타났다. 

하지만 실면적이 아닌 채널의 개수가 3개인 소면적

의 해석이 진행되었다는 점에 있어 실면적이었을 때

와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Lobato 등13)은 채널 형상

에 따른 HT-PEMFC의 성능을 전류밀도 분포도 측정

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전류밀도가 균일한 채널 형상

이 셀의 내구성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추정하였으며, 

평행 유로에 비해 4단으로 구성된 사형 유로의 전류

밀도 분포도가 균일한 것으로 측정되었다. 또한 

Lobato 등14)은 3차원 반쪽 전지(half cell) 모델을 이

용하여 50 cm2의 실면적을 가지는 HT-PEMFC의 공

기극 채널 형상에 한 영향성 시뮬레이션을 진행하

였다. 평행 유로의 경우 현저하게 성능이 낮게 예측

이 되었는데, 이는 각각의 채널로 유량분배가 제 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원인으로 반응에 필요한 만큼

의 산소가 전극으로 전달되지 않아 수렴이 되지 않

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여러 가지 설계변수를 고

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성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평행 유로가 적용된 HT-PEMFC의 

수렴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변수에 해 비

교분석을 하기 위해 평행 유로 매니폴드(manifold)의 

단면적 변화에 한 영향성과 평행 유로의 립(rib) 및 

채널(channel) 간격의 한 HT-PEMFC의 성능을 비

교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에 LT-PEMFC에서 

주로 사용된 사형 유로와 평행 유로가 적용된 25 cm2

실면적 HT-PEMFC의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 이전에 

개발된 3차원 등온 모델을 이용하여 성능 곡선과 채

널에서의 유동특성 및 전해질막(membrane)에서의 

전류 밀도 분포, 촉매층에서 과전압(overpotential) 분

포 그리고 수소 및 산소농도 분포에 한 3차원 컨투

어의 형태로 비교 분석하였다.

2. HT-PEMFC 수치 모델

2.1 지배방정식 및 생성항

본 연구에서 사용된 HT-PEMFC 모델은 기존에 

Chippar와 Ju15)에 의해 이전에 개발된 3차원 등온 모

델을 기반으로 한다. 연료전지 해석모델은 질량(mass), 

모멘텀(momentum), 종(species), 전하(charge), 열에너

지(thermal energy)의 보존법칙에 한 지배방정식과 

생성 및 소모항(source/sink term), 전기화학반응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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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HT-PEMFC model Governing equations

Governing equations

Mass   (1)

Momentum

Channel (Navier-Stokes equations):


 ∇∙∇∇∙ (2)

Porous media (Darcy's equations):


 ∇ 

(3)

Species ∇∙∇∙∇ (4)

Charge

Proton transport:

∇∙∇  
(5)

Electron transport:

∇∙∇  
(6)

Heat energy ∇∙
∇∙∇ (7)

Table 2. Source/Sink terms

Anode CLs Membrane Cathode CLs

H2  

 (8)

O2  

 (9)

H2O  

 (10)

Mass  

 (11a)
 



 






(11c)

Charge    (12a)    (12c)

Heat energy   



(13a)  



(13b)   






 (13c)

식들로 이루어져 있다. HT-PEMFC 모델은 Chippar와 

Ju15)의 논문에 상세하게 소개되었으므로 본 논문에서

는 이에 한 각각의 관련 식들은 Tables 1-3을 통해 

간략하게 요약하였다.

2.2 모델 가정

  

모델에 적용된 가정은 다음과 같다.

(1) 압력구배가 작고 유속이 느리기 때문에 비압

축성 층류유동이다.

(2) HT-PEMFC는 높은 온도와 낮은 압력에서 작

동하기 때문에 혼합 기체는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을 

따른다.

(3) 물의 끓는점 이상에서 작동하므로 물은 기체 

상태로 배출된다.

(4) PBI 전해질 막은 모든 기체에 해서 불침투

성을 가진다.

(5) 가스확산층은 등방성 및 균질한 다공성 층으로 

고려되며, 유효 공극율과 투과성을 특징으로 한다.

(6) 높은 작동온도로 인한 낮은 상 습도로 인해 

PBI 전해질막의 이온전도도와 상 습도의 상관관계

는 고려하지 않는다.

2.3 시뮬레이션, 물성치, 형상 및 작동조건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연료전지 모델은 상용 전산유

체해석(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 패키지

인 ANSYS fluent 17.0을 이용하여 실행되었으며, 지

배 방정식 및 관련 생성 및 소모항들은 사용자 정의 

함수(user-defined functions, UDF) 기능을 이용해 코

드화되었다. 본 모델의 수렴조건은 해석시 해의 정확

도 고려하여 잔차(residual) 값이 10-9 이하가 되도록 

계산하였다. 또한 25 cm2의 실면적 HT-PEMFC 해석

을 위하여 략 56.3만 개의 격자가 적용되었으며, 

실면적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기 위해 병렬 계산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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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lectrochemical correlations

Electrochemical reactions:





   











   r mu la of species i
si  stoichiometry coefficient
n number of electrons trans ferred

  
(14)

Hydrogen oxidation reactions (HOR):  
 

Transfer current density, [A/m3]:

  


 



 




  ×    
      

Surface overpotential, [V]:  

(15)

Oxygen reduction reactions (ORR):  
 

Transfer current density, [A/m3]:

 


 







  ×   

  

Surface overpotential, [V]:   

Thermodynamic equilibrium potential, [V]:   ×
   

(16)

Table 4. Physicochemical properties

Description Value

Intrinsic porosity of GDL, CL16) 0.6, 0.3

Volume fraction of ionomers in CL16) 0.4

Permeability of CL15) 1.0×10-13 m2

Electronic conductivity in the GDL, CL, BP16) 1,250, 300, 14,000 S/m

Specific heat capacities of GDL, CL, membrane, BP16) 568, 3,300, 1,650, 2,930 J/kg·K

Specific heat capacities of species (H2,O2,N2,H2O)17) 14,430, 929, 1,042, 1,968 J/kg·K

Thermal conductivities of GDL, CL, membrane, BP18) 1.2, 1.5, 0.95, 20 W/m·K

Thermal conductivities of species (H2,O2,N2,H2O)17) 0.2040, 0.0296, 0.0293, 0.02378 W/m·K

행하였다. 연료전지 셀의 물성치는 Table 4에 요약되어 

있으며, 형상 및 작동 조건은 Table 5에 요약되어 있다. 

또한, 연료극 및 공기극 가스채널(channel)의 유속은 각

각의 양론계수(stoichiometric ratio, ξ)와 전극면적

(active area, Amem) 및 입구 단면적(inlet cross section 

area, Ainlet,i), 작동 전류밀도(I), 수소 및 산소의 농도

(concentration, Ci)의 함수로 계산될 수 있다.

  

 and   


(17)

3. 결과 및 고찰

3.1 사행 유로와 평행 유로의 성능 비교 및 평행 유로 

매니폴드 단면적에 의한 영향성 연구

본 연구에서는 사형 유로와 평행 유로의 성능비교 및 

평행 유로의 매니폴드(manifold) 높이가 5 mm, 10 mm, 

20 mm로 증가함에 따른 HT-PEMFC 성능을 연구하

였다. 그리고 HT-PEMFC의 기하학적 형상과 유로의 

개략도는 Fig. 1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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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ell dimensions and operating conditions

Description Value

Cell length 0.12 m

Anode/cathode channel/rib width 1.0×10-3 m

Anode/cathode channel height 0.7×10-3 m

Thickness of the anode/cathode GDLs before deformation 350×10-6 m

Thickness of the anode/cathode CLs 50×10-6 m

Thickness of the membrane 100×10-6 m

Inlet pressure 1.0 atm

Anode stoichiometry 1.2 (100%H2)

Cathode stoichiometry 2.0 (air)

Inlet temperature 423 K

Relative humidity of inlet 0.0%

Phosphoric acid doping level 6.2

Fig. 1. Schematic of 25 cm2 real scale HT-PEMFC and flow channel structure

Fig. 2는 평행 유로의 매니폴드 높이에 따라 각각

의 매니폴드에서 채널로 들어가는 질량유량 편차

(deviation mass flow rate)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그래프에서 Y축은 각각의 채널로 들어가는 질량유

량에서 이상적인 질량유량을 나눈 값을 의미하며, 채

널로 들어가는 이상적인 질량유량은 매니폴드로 들

어가는 질량유량에서 채널의 개수로 나눈 값으로 나

타낼 수 있다. 이 값이 1에 가까울수록 편차가 적은 

것이며, 1과 멀어질수록 편차가 커짐을 나타낸다. X

축은 매니폴드 입구 부분에서 가장 가까운 채널부터 

끝부분까지 1-29번으로 번호를 표기하였다. 연료극

과 공기극 채널과 관련 없이 매니폴드의 단면적이 

커질수록 각 채널로 들어가는 질량유량의 편차가 줄

어들며 높이가 20 mm인 경우 이상적인 값인 1과 공

기극에서 최  0.158 정도 차이가 나타나 각 채널로 

가장 균일하게 유동분배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3은 분리판(bipolar plate, BP) 내부 공기극 유

로의 압력강하(pressure drop)를 나타내는 그림이다. 

평행 유로의 경우 매니폴드의 높이가 5 mm (Fig. 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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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2. Deviation mass flow rate, (a) parallel (h=5 mm), (b) 
parallel (h=10 mm), (c) parallel (h=20 mm)

일 때 압력강하가 43.02 pa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20 mm (Fig. 3[d])일 때 17.24 pa로 압력강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사형 유로(Fig. 3[a])의 경우 압력강

하가 1,2643.55 pa로 평행 유로에서 가장 큰 압력강

하가 발생한 경우와 비교하였을 때, 략 290배 정도 

압력강하가 크게 발생하였다. 이는 펌프에서 연료전

지로 공기를 넣어 줄 때 필요한 에너지가 훨씬 적게 

사용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Figs. 4 and 5는 공기극과 연료극의 촉매층(catalyst 

layer, CL)에서의 산소와 수소의 농도를 각각 보여주

고 있다. 공기극에서는 산소 환원반응(oxygen reduc-

tion reaction, ORR)으로 산소가 소비되고 연료극에

서는 수소 산화반응(hydrogen oxidation reation, HOR)

으로 수소가 소비되어 각각의 출구로 갈수록 농도가 

감소한다. 평행 유로 중 매니폴드 높이가 5 mm (Fig. 

4[b])인 경우 분리판과 가스확산층(gas diffusion lay-

er, GDL)이 맞닿는 영역인 립(rib) 아래 촉매층 중 출

구부분 가운데 영역에서 산소고갈(depletion) 현상이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매니폴드로 인한 

유동 분배가 불균등하여 가운데 영역의 채널로 충분

한 산소가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립 아래의 영

역이 가장 낮은 이유는 산소고갈로 인해 립 아래쪽

으로 확산이 잘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소 또

한 매니폴드 높이가 5 mm (Fig. 5[b])인 경우 연료극 

촉매층 수소가스 출구부분 가운데 영역에서 수소고

갈이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Fig. 6는 연료극과 공기극 채널에 따른 전해질막

에서의 전류밀도(current density)를 나타낸 그림이다. 

전류밀도 분포는 입구에서 출구로 갈수록 점점 감소

한다. 이는 촉매층의 산소 농도가 출구 쪽으로 갈수

록 고갈되며 이로 인해 물질전달손실(mass transfer 

loss)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평행 유로 매니폴

드의 높이가 5 mm인 경우(Fig. 6[b]) 입구부근에서도 

전류밀도 분포가 낮게 관측된다. 일반적으로 물질전

달손실은 공기극의 영향을 크게 받으나 매니폴드 높

이가 5 mm (Fig. 6[b])인 경우 연료극 촉매층의 극심

한 수소고갈 현상 때문에 공기극 입구 부분의 전류

밀도 분포는 낮게 나타난다.

Fig. 7은 연료전지 성능 곡선(polarization curve)을 

나타낸다. 사형 유로와 평행 유로를 비교하여 살펴보

면, 작동 전류밀도가 증가할수록 사형유로의 셀 전압

(voltage)이 평행 유로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난다.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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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3. Pressure drop distributions in the cathode channel, (a) serpentine, (b) parallel (h=5 mm), (c) parallel (h=10 mm), (d) parallel 
(h=20 mm)

(a) (b)

(c) (d)

Fig. 4. Oxygen concentration distributions in the cathode catalyst layer, (a) serpentine, (b) parallel (h=5 mm), (c) parallel (h=10 mm), 
(d) parallel (h=2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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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5. Hydrogen concentration distributions in the anode catalyst layer, (a) serpentine, (b) parallel (h=5 mm), (c) parallel (h=10 mm), 
(d) parallel (h=20 mm)

(a) (b)

(c) (d)

Fig. 6. Current desnity distributions in the membrane, (a) serpentine, (b) parallel (h=5 mm), (c) parallel (h=10 mm), (d) parallel 
(h=2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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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Polarization curve according to manifold height of HT-PEMFC

Table 6. Cases of parallel flow channel dimensions

Case 1 Case 2 Case 3

Number of Channels 29 40 40

Channel size (mm) 1.0 1.0 0.45

Rib size (mm) 1.0 0.45 1.0

Channel area (mm2) 1,261.5 1,740 783

Rib area (mm2) 1,261.5 783 1,740

Percentages of rib area in active 
electrode area (%)

50.0 31.03 68.97

행 유로의 경우, 앞서 설명한 Fig. 6의 공기극 촉매층

의 산소고갈 현상으로 인한 물질전달 손실이 증가하

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매니폴드의 단면적이 커

질수록 균일한 유동분배로 인해 산소고갈 현상이 완화

되어 셀 전압은 높아지게 되며, 전류밀도가 0.5 A/cm2

일 때 매니폴드의 높이가 10 mm와 20 mm인 경우의 

셀 전압차는 0.65 mV 차이로 비교적 큰 차이가 발생

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2 평행 유로의 채널 및 립 간격에 의한 영향성 연구

Fig. 7을 통해 사행 유로와 평행 유로의 셀 전압을 

비교 분석한 결과, 전류밀도가 0.5 A/cm2일 때 가장 

적게 차이나는 경우는 매니폴드의 높이가 20 mm로 

략 6.41 mV가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성능저하

는 립 아래 부분의 촉매층에서 발생하는 산소고갈의 

문제로 채널 및 립 간격에 한 영향성을 연구하고

자 Table 6에 case들을 정리하였으며, Fig. 8에 도식

적으로 표현하였다. 평행 유로의 매니폴드 크기 비 셀 

성능이 좋은 매니폴드(h=10 mm)를 기준으로 채널과 립 

간격을 변경시켜 사행 유로와 비교 분석하였다. 

Figs. 9 and 10은 앞선 Figs. 4 and 5와 마찬가지로 

공기극과 연료극의 촉매층(catalyst layer, CL)에서의 

수소와 산소의 농도를 각각 보여주고 있다. 립 아래 

영역이 가장 작은 case 2 (Fig. 9[c])가 산소고갈이 가

장 적게 일어났으며, 채널 아래 영역이 가장 작은 

case 3 (Fig. 9[d])에서 산소고갈이 가장 크게 발생하

였다. 이와 반 로, 수소 농도의 경우 채널 아래 영역이 

가장 작은 case 3 (Fig. 10[d])에서 수소고갈이 적게 발

생하였으며 립 아래 영역이 가장 큰 case 2 (Fig. 1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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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ases of parallel flow channel dimensions

(a) (b)

(c) (d)
Fig. 9. Oxygen concentration distributions in the cathode catalyst layer, (a) serpentine, (b) case1 (Ch=1:Rib=1), (c) case 2 
(Ch=1:Rib=0.45), (d) case 3 (Ch=0.45:Rib=1)

에서 수소고갈이 가장 심하게 나타났다.

이는 산소의 경우 수소보다 무거워 립 아래영역으

로 확산되기 어렵다. 이 때문에 립 간격이 작은 case 

2가 립 아래영역으로의 확산에 해 이점을 가진다. 

하지만, 수소의 경우 확산이 매우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립 간격에 의한 확산의 영향보다 립 간격이 

작아짐에 따라 채널수가 증가하여 발생하는 유동분

배의 편차에 한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case 

2에서 가장 크게 수소고갈이 발생한다.

Fig. 11은 Fig. 6과 마찬가지로, 연료극과 공기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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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10. Hydrogen concentration distributions in the anode catalyst layer, (a) serpentine, (b) case 1 (Ch=1:Rib=1), (c) case 2 
(Ch=1:Rib=0.45), (d) case 3 (Ch=0.45:Rib=1)

(a) (b)

(c) (d)

Fig. 11. Current desnity distributions in the membrane, (a) serpentine, (b) case 1 (Ch=1:Rib=1), (c) case 2 (Ch=1:Rib=0.45), (d) 
case 3 (Ch=0.45:Ri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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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Polarization curve according to rib and channel size of HT-PEMFC

채널에 따른 전해질막에서의 전류밀도를 나타내고 

있다. 수소의 확산속도 및 전기화학속도가 산소에 비

해 매우 빠르기 때문에 물질전달 손실은 연료극보다 

공기극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다. 이러한 이유로 

산소고갈이 가장 적은 case 2 (Fig. 11[c])에서 전류밀

도 분포가 균등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Fig. 12은 사형 유로와 평행 유로의 립과 채널간격

으로 정의한 각각의 case에 한 셀 성능 곡선을 나

타내고 있다. 전류밀도가 0.5 A/cm2일 때 사형 유로

와 평행 유로의 셀 전압을 비교한 결과 case 2와 사

형 유로의 셀 전압의 차는 1.35 mV로 가장 비슷한 

결과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수소고

갈이 가장 적게 발생한 case 3의 경우 셀 전압이 가

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원인은 물질전달 손실이 

연료극보다 공기극의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이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HT-PEMFC의 분리판으로써 사형 

유로와 평행 유로의 성능비교를 위해 이전에 개발한 

3차원 등온 모델을 이용하여 해석하였다. 고려된 실

면적 연료전지는 MEA 면적이 25 cm2의 HT-PEMFC

이며, 략 56.3만 개의 격자가 적용된 실면적 시뮬

레이션을 진행하기 위해 병렬 계산을 진행하였다. 먼

저, 기존에 주로 사용되던 사형 유로와 평행 유로의 성

능비교 및 평행 유로 매니폴드의 높이가 5 mm, 10 m, 

20 mm로 증가함에 따른 HT-PEMFC 성능 연구하였

으며, 평행 유로의 채널 및 립 간격에 의한 영향성 연

구를 추가적으로 진행하였다. 실면적 HT-PEMFC 시

뮬레이션 결과물을 통해 도출된 결론을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1) 평행 유로의 매니폴드 높이가 작을수록 매니폴

드에서 채널로 들어가는 질량유량 편차는 증가하며 

일정 크기 이상이 되면, 편차의 크기는 큰 변화가 없

음을 해석 결과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질량유량의 편

차로 인해, 상 적으로 유입되는 산소 유량이 작은 

공기극 중앙부 채널 출구의 립 아래 영역에서 산소고

갈이 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산소고갈이 

가장 심한 매니폴드 높이가 5 mm인 경우의 셀 성능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유량 편차가 존재하지 않는 

사형 유로에서 가장 셀 성능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평행 유로의 경우, 매니폴드 면적의 최적설계가 셀 

성능을 결정하는 중요 인자임을 말해준다.

2) 하지만, 압력강하는 사형 유료의 경우 1,264 

3pa로 평행 유로 중 가장 큰 압력강하를 보인 매니폴

드 높이가 5 mm인 경우와 비교해 보았을 때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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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배 높게 계산되었다. 이는 펌프에서 연료전지로 

공기를 넣어 줄 때 필요한 에너지가 훨씬 적게 사용

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3) Fig. 8(c)를 통해 평행 유로의 경우 립 간격이 

작을 때 립 아래 영역에서 산소고갈이 작게 발생하

며, 이와 반 로, Fig. 9(c)를 통해 평행 유로의 경우 

립 간격이 작을 때 립 아래 영역에서 수소고갈이 크

게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산소의 경우 확산속도

가 느리기 때문에 립 간격이 작을 경우 립 아래 영역

의 산소고갈이 적게 발생한다. 하지만, 수소의 경우 

확산이 매우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립 간격에 의

한 확산의 영향보다 립 간격이 작아짐에 따라 채널

수가 증가하여 발생하는 유동분배의 편차에 한 영

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case 2에서 가장 크게 수

소고갈이 발생한다. 이를 통해 연료극과 공기극의 분

리판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인자를 고려하여 각각 다

르게 설계해야 함을 알 수 있다.

4) 사형 유로와 평행 유로의 셀 성능은 사형 유로

가 가장 높았으나, 립 간격이 작은 case 2와의 성능차

이는 1.35 mV로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또한 수

소고갈이 가장 적게 발생하였으나, 산소고갈이 가장 

크게 발생한 case 3의 셀 전압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원인은 수소의 확산속도 및 전기화학속도가 

산소에 비해 매우 빠르기 때문에 물질전달 손실은 연

료극보다 공기극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기 때문이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론들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평행 유로의 매니폴드 면적의 최적설계를 통하여 유량 

편차를 최소화하고, 공기극과 연료극 분리판의 립 간격 

및 채널의 최적설계를 통해 수소 및 산소의 고갈을 최소

화한다면 사행 유로와 비슷한 성능을 가질 수 있음을 확

인하였다. 또한, 압력강하의 경우 평행 유로가 사형 유

로보다 매우 작게 발생하여 플러딩 현상을 고려할 필요

가 없는 HT-PEMFC의 경우 평행 유로의 사용이 큰 이

점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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