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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에서 물 관리는 연료 전지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공급되는 수분의 양.

이 적을 경우 수소이온의 이동을 담당하는 전해질의 건조현상으로 수분의 양이 과다할 경우 반응이 일어나는 촉매층,

과 전해질 삼상 계면에서의 홍수현상으로 성능을 감소시키거나 동작을 멈추게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연료전지 수분에 영향을 주는 요소 중 연료극과 공기극에 공급되는 상대습도를. , 100%

로 동작온도를 로 설정한 후 입구 측에 압력을 변화하면서 다중물리응용 수치해석을 포함하고 유한요소를 통하, 80 , ,℃

여 비선형 편미분 방정식이 결부된 상용코드를 이용하여 전체적인 전기화학반응 및 성능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고 공

기극 측의 가스 확산층에 각 위치별 전류밀도 분포와 수분포화의 분포 압력차에 의한 동작물질의 속도 등을 분석하,

여 보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결과는 연료전지의 성능은 압력의 세기에 따라 달라지며 압력이 높을수록 성능.

과 위치별 최대 전류밀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공기극의 가스 확산층에서의 수분함량은 높은 압력에서보다 낮은 압력,

에서 수분함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전극의 바로 아래 부분에서의 수분이 더 많이 응축되어 나타났으며

공기극 가스 확산층에서의 동작물질의 속도는 동작물질의 입구방향에서 출구측으로 진행할수록 그 변동 폭이 크게

나타났다.

Abstract: There are many factors to consider when attempting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fuel cell operation, such as the

operation temperature, humidity, stoichiometry, operation pressure, geometric features, etc. In this paper, the effects of the

operation pressure were investigated to find the current density and water saturation behavior on a cross section designated by

the design geometry. A two-dimensional geometric model was established with a gas channel that can provide H2 to the

anode and O2 and water vapor to the cathode gas diffusion layer (GDL). The results from this numerical modeling revealed

that higher operation pressures would produce a higher current density than lower ones, and the water saturation behavior was

different at operation pressures of 2 atm and 3 atm in the cathode GDL. In particular, the water saturation ratios are higher

directly below the collector than in other areas. In addition, this paper presents the dependence of the velocity behavior in

the cathode on pressure changes, and the velocity fluctuations through the GDL are higher in the output area than in inlet

area. This conclusion will be utilized to design more efficient fuel cell modeling of real fuel cell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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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의 성능에 관련되는 요

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전기화학반응에 의하여.

에너지를 생성하는 연료전지는 수소분자 또는 산(

소 전극 전해질에서 반응이 진행되므로 가스), ,

확산층 과 전해질(GDL : Gas Diffusion Layer)

의 물성적 특성이 성능향상의 중요한(Membrane)

요인이 될 수 있다 이 많은 요인 중에서 수소가.

전자와 이온으로 분해된 후 전자의 흐름은 억제

하고 이온만을 연료극 측에서 공기극(Anode)

측으로 통과하도록 허용하는 고분자 전(Cathode)

해질의 경우 수화정도가 연료전지의 운전효율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효율 좋은 연료전지

의 구현을 위하여 절대적인 관리대상이 되고 있

다 이러한 이동은 전해질 내에 포함되어 있는.

물 분자가 하고 있으며 전해질의 수화에 대한,

거동 특성은 수분이 부족할 경우 수소이온의 이

동효율이 떨어지는 반면 수분의 함량이 너무 많,

을 경우 홍수 현상이 발생하여 수소와(Flooding)

산소가 반응 층에 도달할 수 없도록 벽을 형성하

여 동시에 효율이 떨어지게 되는 양면성을 고려

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전해질의 수화정도는.

연료극과 공기극의 가스 확산층의 수화정도와 직

접 연계되어 있으므로 연료극과 공기극의 상대

습도조절 및 전기화학(Relative Humidity Control)

반응에 의하여 생성된 수분의 가스 확산층에서의

거동은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수치 해석적 방법

과 실험(1~13)에 의하여 진행되어 왔다 본 논문의.

저자 한명은 연료극과 공기극의 상대습도를

로하고 전기화학 반응물질의 당량비 변화에100%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특히 연료극의 높은 당

량비는 역확산 증가로 인한 공기극(Back diffusion)

의 수분포화를 감소하는 결과를 얻었다.
(1) 와He

은 다공성 전해질을 통과하는 가스 흐름에Wang

영향을 고려하면서 가스 공급에 이용될 수 있는

차원 모델을 개발하여 구성물질의 이송에 대한2

특성을 살펴보았다.
(5) 과 은 연료Natarajan Nguyen

극 에서 액체와 기체상태의 물에 관한 거(Cathode)

동특성을 차원 모델화하였으며2
(6)이 모델에는 전

통적인 방법의 가스 확산에 의한 공급방식이 연

료극에 이용되었다 등은 가스 확산층을 친. Wang

수성 재료로 가정하면서 공기극에서 생성되는 반

응물 물 에 대한 기체와 액체 흐름을 모델링하였( )

으며 동시에 고분자전해질 연료전지에서 홍수현

상 현상을 해석하기 위한 수학적 해석(Flooding)

을 진행하였으며 공기극 층의 물의 거동을 차원3

으로 묘사하였다.
(7,8) 와 은 물관리에Fuller Newman

대한 문제를 해석하기 위하여 전해질 내에서 일

정한 수분의 확산을 고정하고 비교적 긴 채널에

대한 차원 해석을 진행하였다2.5 .
( 9 ) 과Nguyen

White
(10)는 다양한 습도 변화의 효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차원 모델에서 전기삼투압2 (Electro-osmotic)

효과를 포함하는 고체에서부터 액체와 증발 및 응,

축으로 기인한 잠열까지 열전달에 대한 안정화 모

델을 개발하였다 등은 연료극에서 물의. Okada

이동을 연구하였고 물의 확산과 전기 삼투압에

기초한 선형적 수식을 이용하여 물의 응축에 관

한 해석을 하였다 그들은 연. 구 결과에서 물의 응

축은 전해질의 두께와 습도 및 셀의 전류밀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내었다.
(11) 등은 차Gurau 2

원 모델에서 부분압력과 응축에 대하여 고려하면

서 캐소드 셀 모델을 유도했으며 이를 통해 가스

Fig. 1 Schematic and dimensions for modeling
(unit:1×10

-3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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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층의 액체상태의 물에 대한 철저한 분석 해

법을 얻었다.
(12,13) 등은 캐Zamel 소드 내에서 기체,

액체상태 물 거동과 또한 과 전극판Gas channel

폭에 대한 비율에 따른 수분의 이동과 연료전지

수행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14,15)

본 논문에서는 차원 연료전지의 단위 셀을2

과 같이 모델링하고 연료극과 공기극의 유Fig. 1

로의 흐름을 역 흐름 으로 설계하였(Counter flow)

다 또한 입구의 압력을 그리고. 2.0 atm, 2.5 atm

으로 변화를 주면서 연료전지 공기극 내3.0 atm

가스 확산층 단면을 중심으로 전류밀도(Current

와 동작물질의 속도 및 단면의 수분함량density)

과 분포에 대한 거동을 상용 수치해석(Saturation)

프로그램인 를 사용하여Comsol Multiphisics 3.5

분석하였다.

이론적 배경2.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는 고체의 전해질을 사

이에 두고 양측이 기체가 통과할 수 있는 공극을

가진 가스 활성 및 확산층이 전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해질과 전극을 지지해 주며 전자를 모

아주는 집전체가 실제적인 전류회로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수소의 분해로 생성된 전자와 수소.

이온은 각각 다른 방향으로 이동하여 캐소드 반

응영역에서 다시 결합함으로서 물을 생성하고 열

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전해질은 수소 이온의 이.

동을 담당하므로 공기극 측에서 확산되고 있는

산소가 전기화학적 반응이 아닌 방법의 수소가

결합 할 수 없도록 분리막 역할을 하기 위하여

기체 투과도는 낮으나 수소이온 전도도는 높아야

한다 연료전지의 반응을 위하여 애노드 측은 수.

소가 공급되고 캐소드 측의 산소를 포함한 공기,

공기 중에는 일정한 습도가 포함되며 이렇게 공급된,

혼합공기는 가스 확산층을 지나 반응영역까지 이동

해야함으로 가스 확산층에서는 이에 대한 각 구성물

질 간의 확산과 상호관계에 대하여 고려되어야 한다.

한편 압력의 변화에 따른 반응물질의 분자 몰 분율

(Mole fraction)이 다르게 되므로 같은 상대 습도

100%를 유지하여도 각 구성물질의 질량분율(Mass

fraction)은 각기 다르게 계산되어야 하며 물을 포함,

하는 포화수증기압은 오직 온도만의 함수임을 고려

되어야 한다.
(16) 또한 전기화학 반응산화와 환원은( )

전해질 양측에 있는 백금 촉매층(Pt Catalyst layer)

에서 일어나게 되는 데 이층에서 전류 발생 및 에너

지 변환에 대한 현상이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

서는 전기장모델 기체 확산 및 압력분포 고려된 습, ,

도를 함유한 공기 등의 물질유동과 화학반응으로 생

성되는 물의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다중 물리현상을

고려하였다.

2.1 수학적 모델

2.2.1 모델을 위한 가정

본 모델의 수학적 해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

정을 하였다.

외부 절연시스템이다1) .

연료와 공기는 이상기체의 혼합이다2) .

채널에서의 흐름은 안정적이고 비압축성이다3) .

압력의 변화는 연료극과 공기극 모두 동일한4)

압력을 사용한다.

본 모델은 오직 차원 해석만 고려되었다5) 2 .

채널의 출구는 압력구배에 대한 반응물질의6)

거동특성을 얻기 위하여 으로 고정하였다1atm .

전극 및 촉매층은 탄소입자와 촉매로 구성된7)

구형 공극 입자의 다공성응집체 모델이다.

2.2.2 2차원 질량 및 전기 유동모델

연료전지 내에서 물질의 이동은 연료극에서 공

급된 일정 습도가 함유된 수소와 공기극의 산소

를 포함한 습공기의 질량 유동 모델에 대한 해석

이 필요할 것이다 실제 동작은 동작 물질의 확.

산이 다양한 방향으로 진행되겠지만 본 수치해석

모델에서는 이런 현상들을 무시하고 연료전지 셀

내의 종과 횡의 개의 방향만을 고려하여(Cell) 2

성능을 예측하였다 연료극과 공기극의 가스 확.

산층 유로에서는 전기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게

되고 일반적인 질량유동과 확산이 물질이 상호작

용을 하며 확산이 주로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여기서 적용되는 지배 방정식은 Maxwell-Stefan

방정식을 사용하였다.

∇∙
 






∇

∇


∇




∇

   (1)

여기서 는 반응 물질의 질량분율을 의미하

고, 는 최초 확산계수와 온도 및 압력구배에

의해 얻을 수 있는 유효확산계수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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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본 연구에서는 와 , 와 , 와 

및 와 의 종의 반응물질에 대하여 고려하4

였다 전해질을 둘러싸고 있는 촉매층과 연료극.

및 공기극의 전극은 구형 공극입자로 구성된 다

공성 응집체이므로 가스 확산층에서는 다공층 유

동모델의 적용을 위하여 일반화된 을Darcy's law

이용하여 압력과 유동물질의 속도항에 적용하였

다 또한 밀도는 이상기체 법칙을 따라 다공성.

물체 내에 혼합된 물질의 몰 분율에 분자질량의

곱을 적용하였다.

∇∙   (3)

  

∇ (4)

 
 



 (5)

여기서 는 다공성 물체 즉 가스 확산층 내의

투과율이며, 는 동작물질의 동 점도계수, 는

반응 물질의 몰 분율 을 나타낸다(mole fraction) .

그리고 연료극 및 공기의 전극 및 전해질에서의

전하량 보존 방정식은 에서 제Comsol Multiphisics

공하는 식을 이용하여 다음Conductive Media DC

과 같이 적용하였다.

∇∙
 ∇    (6)

여기서 
 는 전극 과 전해질 에서의 전기(s) (m)

전도도이며 는 각 전극과 전해질에서의 전위

를 나타낸다 여기서 특히 전해질의(Potential V) .

전기전도도는 전해질의 수화정도 와 수분함량

에 의하여 결정된다.

 

  
(7)

   tanh
×  tanh (8)

또한 응집체에서는 이온 전도체 촉매로 둘러싸

여 있으므로 활성층에서 전류밀도는 응집체에 대

한 확산식과 식을 조합하여 다음과Butler-Volmer

같이 표현하였다.

  




  coth  (9)

여기서 는 연료극와 공기극의 표현이며 는

전하이동수로 연료극 공기극은 이며1, -2 , 는

다공성 가스층의 가스 확산도, 는 반경이며,

식 에서 이용된 각 항은 다시(9)

 


 




(10)

 









 (11)

     exp

  (12)

   (13)

       (14)

        (15)

  


(16)

 


(17)

과 같이 다시 표현되며 여기서 식 와 에(14) (15)

서  과 ,  는 각각 연료극과 공기극

의 과전압과 평형전압이며,  와 는 각각 다

공층의 수소와 산소의 몰 분율과 의 법칙Henry

에 의해 얻어진 농도이며, 는 촉매층의 비체적

이다.

또한 응축수의 포화량의 계산을 위하여 질량

보존식을 적용하였다.

∇∙ ∇


   ↔ (18)

↦  

 
       

 

 
       (19)

식 에서 모세관 확산계수(18) 는 다시

 





(20)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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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22)

   


(23)

   cos

   (24)

여기서 는 접촉각 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함수로Leverette
(14)

  
 

    

  i f ≤   

i f ≤  
(25)

또한 는 경우의 함수로 가스 확산층과 촉

매층의 상대습도에 의존한다.

    i f
 

≤  (26)

    i f
 

  (27)

상기 식 에서 이용된 공기 중의 습도계산은(12)

온도만의 함수로 다음 식과 같이 계산된다.
(16,17)

log   
 ×   

 ×    (28)

2.2.3 전극과 촉매층 및 전해질의 경계조건

모델에서 전극과 전해질 경계에서 전기화학 반

응에 의하여 전하이동이 일어나게 되는 데 이에

대한 경계조건으로 다음과 같이 설정된다.

    max ∙  (29)

여기서 는 화학 반응층의 두께 이며(m) , 전극

의 경계조건으로는 연료극과 공기극에서 각각

      (30)

로 정의하여 전극판의 전위차를 전체 셀 전위로

나타내어 설정하였다 또한 가스 확산층에서 기.

체 확산속도와 물질의 속도를 결정할 유체의 경

계조건은 각각 연료극과 공기극에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31)

   (32)

또한 활성층에서 기체속도 조건은 전기화학 반

응식과 관련된 총질량흐름으로 구할 수 있다.

  




 
    (33a)

  





       (33b)

또한 가스 확산층에서 각 반응 물질의 경계면

에서 질량이동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34a)

  


 (34b)

   


     (34c)

또한 제안된 셀의 상면과 하면은 비연속 경계

면으로 간주하여 모든 물질 에너지 유동 반응, , ,

이 없는 절연경계로 설정하고 가스 확산층과 전,

극판 의 리브 경계면에서의 질량유동과(Collector)

압력 및 습도 온도 등에 관한 이동은 없는 것으,

로 고려하였다.

2.3 기하학적 모델

본 연구에서는 수치해석에서 셀 내의 반응물질

물 의 관리와 전류밀도의 각 위치별 거동특성을( )

알아보기 위하여 차원 단위 셀을 모델 하였고2 ,

가스 채널 및 촉매층의 물성을 가스 확산층과 동

질의 특성을 갖도록 하였으며 입구측과 출구측,

의 반응물질 흐름을 연료극과 공기극에서 각각

반대방향으로 흐르도록 고려하였다.

3. 수치해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차원 모델에서 연료극과 공기2

극 입구압력의 변화에 따른 각 입구에 공급되는

동작물질의 몰분율과 질량분율을 계산하였다 셀.

의 동작온도를 로 설정하였으며 이때 공급되80℃

는 상대습도는 압력의 변화에 대한 부분의 동작

특성만을 분석하기 위하여 로 설정하였다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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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압력의 변화에 대한 연료극과 공기극에서

질량 분율은 각각의 압력의 변화에 비례하여 계

산하였으며 특히 공기극 입구부분에서는 공기의,

혼합기를 공급하므로 공기 중에 포함된 포화 수

증기 값을 제외한 나머지에서 산소와 질소(100%)

의 구성 비율을 와 로 각각 계산하였으며21% 79%

기타 혼합물질은 본 연구에서는 그 양이 매우 적

기 때문에 계산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기본 특.

성을 고려하면서 연료전지 가스 확산층 내부의

전류밀도 유로압력 분포 동작물질의 속도 물의, , ,

농도 분포를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

중물리응용 수치해석을 포함하고 유한요소를 통

하여 비선형 편미분 방정식이 결부된 상용코드를

이용하여 단위 셀을 설계하고 연료극과 공기극의

동작물질에 대한 역 흐름으로 전체적인 전기화학

반응 및 성능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였다.

3.1 전류밀도 분석

제안된 차원 단위 셀내의 전기화학 반응이 일2

어나는 공기극의 각 위치별 전류밀도를 분석하여

효율적인 셀의 설계를 위하여 는 공기극Fig. 2

Table 1 Mass fraction of species of both GDL

species

pressure
    

2.0atm 0.73 0.27 0.19 0.15 0.65

2.5atm 0.67 0.33 0.20 0.12 0.68

3.0atm 0.62 0.38 0.21 0.10 0.69

Fig. 2 Currents density of boundary between GDL
and catalyst at cathode(Y-direction)

가스 확산층의 좌표에서 각각 촉매층과 가스X

확산층의 경계면을, 은Fig. 3 전극판과 가스 확산

층의 경계면에서 방향으로 는 좌표에서Y , Fig. 4 Y

셀의 중심점에서 방향으로의 전류밀도 분포를X

분석하였다. 에서는 전류밀도Fig. 2, Fig. 3, Fig. 4

에 대한 동작압력은 상관관계를 분석할 수 있는

데 단위 셀에서 작동압력이 높을수록 전류밀도가

비교되는 각 위치마다 높게 나타났음을 관찰하였

다. 이는 동작온도 상대습도 일 때 갖80 , 100%℃

는 연료전지의 연료극과 공기극에 공급되는 동

작물질 중 수분의 함량은 식 과 같이 포화수(28)

증기 압으로 계산되며 오직 온도만의 상수이므

로 결국 압력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수분의 함

량이 압력이 높아질수록 더 작아진다 이런 결.

과로 질량분율을 고려할 때 압력이 높으면

과 같이 동작물질 중 연료극에서 수소가Table 1 ,

공기극에서는 산소가 더 많이 공급되며 즉 연,

료전지의 전기화학 반응물질이 많이 공급되며,

또한 반응이 진행되는 전해질과 촉매층의 경계

의 입구측과 출구측은 높은 압력차에 의한 빠른

접근 이 반응을 촉진한 결과로 해석(Convection)

된다.
(17,18)

전류밀도 분포를 고려하면 에서 살펴본Fig. 2

바와 같이 공기극의 입구측이 출구측보다 밀도가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수소의 질량이 산소보다

가벼워 연료극의 가스 확산층의 확산속도가 빠르

게 되므로 공기극의 입구측에서의 전류밀도가 높

게 분석된다 한편 발생된 전류밀도는 전극판을.

통하여 외부전류회로를 형성하게 되므로 에Fig. 3

서와 같이 전극판 방향으로 전류밀도가 반응이

이루어지는 촉매층과 전해질 가스 확산층의 경,

계면보다 높은 밀도를 보이고 있다.

의 경우는 전극판과 가스 확산층 의Fig. 4 (GDL)

경계면에서의 전류밀도로 전극판의 모서리 부분

에 전류밀도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본 모델링은.

기하학적으로 전극판을 가스 확산층에 삽입함으

로 발생하는 전류의 표피효과 로 해석(Skin effect)

된다.

분석3.2 Saturation

연료전지의 공긱극 가스 확산층에서 수분함량은

반응 후 공기극 내의 수분의 분포는 본 해석으로 압

력이 높아질수록 수분의 양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여기에서는 연료극과 공기극 양측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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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되는 상대습도를 로 고정하고 분석하였기100%

때문에 수소이온을 담당하는 전해질 이 건(Membrane)

조해지거나 수분함량의 차이에 의한 연료극 측으로

역 확산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Back diffusion)

알 수 있다 또한 이상의 높은 압력을 연료극. 2 atm

과 공기극의 입구에서 공급되므로 전해질은 충분한

수화정도를 가지고 있으며 다만 반응 후 발생하는

생성물에 의해 오히려 공기극 측의 홍수현상이 우려

되지만 본 분석에서는 이에 대한 부분은 고려하지

않았다 특히 입구와 출구의 높은 압력차로 반응 후.

생성된 물은 가스 확산층의 공극을 통하여 배출되는

것을 고려하였다 따라서 에서 살펴볼 수 있. Table 1

듯이 연료극과 공기극에 공급되는 수분의 몰분율과

질량분율이 압력이 높아질수록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되므로 이와 비례하여 공기극에 분포되는 수분의 양

이 점점 낮아지게 된다.

Fig. 4 Currents density of boundary between GDL
and electrode collector at cathode

Fig. 3 Currents density of GDL center to X-direction
at cathode

은 각각 수분의 함량을 각 위치별로Figs. 5~8

살펴본 것으로 압력에 따라 의 분율에서0.281

까지 낮아지면서 이와 같은 이론을 잘 따르0.181

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전산해석 결과의 에서 보면 알 수Fig. 5, Fig. 6

있듯이 공기극에서 대부분의 물 분포는 반응이 진

행되는 촉매층과 전해질 가스 확산층의 경계면에,

많이 분포하고 또한 방향으로 분석했을 때 전극판Y

리브 아래에 집중적으로 분포한다 이는 반응에 의.

하여 생성되는 물이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전극

판의 아래에 응축되어 나타는 현상으로 분석된다.
(16)

은 가스 확산층 과 전극판의 경계면Fig. 7 (GDL)

에서의 수분 분포를 분석한 결과이다 가스 입구.

와 출구 쪽에서의 수분 분포는 상대적으로 무시

할 정도로 변화가 적으나 와 함께 연계하여Fig. 5

보면 전극판 아래에서는 중앙으로 갈수록 압력에

따른 더 큰 편차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포화수증기 압은 온도만의 함수이기에 압

력이 높아짐에 따라 공기 중에 포함된 상대습도

의 수분함량에 대한 질량 분율이 다른 동작100%

물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은 촉매층과 가스 확산층의 경계. Fig. 8

면에서 전극판의 방향 의 수분분포로(X-direction)

화학 반응층에서 촉매층 경계면에 더 많은 수분

이 관찰됨을 알 수 있다.

3.3 가스 확산층에서 동작물질 속도

다공성 물체내의 물질 이동에 대한 분석을 위

Fig. 5 Saturation of cathode on 2.0, 2.5, 3.0 atm
respectively with 80 and RH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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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aturation of boundary between GDL and
catalyst at cathode (Y-direction)

Fig. 7 Saturations of boundary between GDL and
electrode collector at cathode

Fig. 8 Saturation of GDL center to X-direction at
cathode

하여 의 법칙을 적용하였다 동작물질이 가Darcy .

스 확산층에서 반응층까지 이동하는 수단은 오작

압력에 의한 확산으로 분 분석에서 동작물질의

확산은 연료극 내의 가스 확산층에서 동작물질의

종방향 과 횡방향 을 각각(Y-direction) (X-direction)

분석하였다 종방향의 흐름에서는 입구측보다 오.

히려 출구측의 속도가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

은 출구측의 압력을 으로 고정하고 대류장1 atm

으로 흐르는 배압력을 낮게 함으로서 압력 편차

를 크게 한 결과이다.

와 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한Fig. 9 Fig. 10

편 입구측은 가스 확산층에서 입구의 초기저항이

관찰되고 있으나 셀의 중심부에 이를 때까지 큰

속도 변화는 보이지 않다가 출구측으로 진행하면

서 속도편차가 심해지며 점점 빨라지는 것이 관

측되었다 이는 전극판 아래에서는 통로가 좁기.

Fig. 9 X-velocity between GDL and catalyst at
cathode(Y-direction)

Fig. 10 X-velocity of GDL center to X-direction at
cath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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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생기는 저항으로 입구 초기에 비교적 속

도편차가 없다가 대기압 상태의 출구측으로 진행

할수록 흐름의 저항이 작아지기 때문이라고 해석

된다 또한 셀의 촉매층과 전해질 경계면에서 전.

극판과 가스 확산층까지의 경계면에 대한 속도는

전극판 방향으로 진행할수록 작아짐이 나타나는

데 이는 전자에 설명된 통로의 저항에 원인으로

해석된다 한편 횡방향은 과 같이 큰 편차. Fig. 10

가 없으나 종방향 속도처럼 촉매층과 가스 확산

층의 경계면이 상대적으로 전극 경계면 보다 크

게 나타났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의 반응 후

생성되는 물의 양에 대한 수학적 해석을 진행하였다.

고 분자 전해질의 수화정도는 연료전지의 성능에 결정

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므로 다양한 연구 방법이 진행

되어 왔는데 본 연구에서는 연료극(Anode)과 공기극

(Cathode)에 동작물질의 온도와 습도를 각각 80℃와

100%로 고정하고 압력에 변화를 주어 공기극 가스 확

산층에 전류밀도와 수분포화(Saturation) 동작물질의,

속도 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온도의 변화가 없는 경.

우 포화 수증기 압은 항상 일정하므로 압력이 높아질

수 록 상대습도의 질량 분율이 낮아지므로 이에 따른

동작물질의 비율이 변하게 됨으로서 다음과 같은 거동

특성을 관찰하였다.

(1) 고분자 전해질 입구 압력은 성능향상에 영향을

미치며 압력이 높을수록 성능은 향상된다.

고분자 전해질의 반응 후 공기극에서 수분 생성량(2)

분율은 압력 에서 까지 높아질 때 에( ) 2 atm 3 atm 0.285

서 까지 낮게 나타난다0.185 .

(3) 동작 압력의 변화에 따른 고분자 전해질 효율은

압력이 높을수록 전류밀도가 높게 나왔으며 특히 수소

와 산소의 무게가 다르므로 가벼운 수소의 확산이 빠르

게 진행되어 산소 공급부 공기극, 입구측에서 전기 화

학반응이더 활발히일어남을 관찰하였다.

(4) 제안된 연료전지의 공기극 가스 활성층(GDL)내

에서 동작물질의 종방향의 속도는 입구초기보다 출구

방향으로 진행될수록 속도편차가 커지며 특히 에3 atm

서는 × 까지 크게 나타났다.

공기극 가스 활성층(5) 내의 횡방향 속도는(GDL)

셀의 위치에 따라 안정되나 촉매층과 가스 활성

층의 경계면의 속도가 전극과의 경계면보다 상대

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본 관찰결과를 토대로 연료전지를 설계할 때

동작압력에 따라 연료전지의 성능과 물 생성에 대한

거동 특성이 다르게 나타남을 관찰하였으므로 향후 고

분자 전해질 연료전지의 성능향상을 위하여 실제 연

료전지의 운전에서 연료극과 공기극 입구 측의 상

대습도 및 동작압력 조절을 통한 성능향상 운전에 적

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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