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1.1 연구배경 

현재의 주된 에너지원인 화석연료는 매장량의 제한으

로 인하여 각종 분쟁의 원인이 되어왔고, 공급량이 수요

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도 야기해 오

고 있다. 또한,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기상이변 등의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해오고 있

다. 이에 우리의 에너지소비체계도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각종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공해가 거의없고 친환경적인 수소에너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일반적으로 수소의 사용은 

연료전지를 통해 전기를 발전시켜 그 에너지원으로 사용

하고 있다. 연료전지는 연료의 산화에 의한 화학에너지를 

전기화학적으로 변환시켜 전기를 발생하는 장치로서 그 

사용범위는 수 W에서부터 MW단위까지 그 폭이 매우 

넓다. 또한, 연료전지는 효율이 타 에너지원에 비하여 

30-40%로 매우 높고, 그 부산물로서는 이론적으로 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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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분만을 배출하는 장치로서 SOx, NOx 등의 대기오

염을 유발하는 성분을 전혀 배출하지 않는다. 

그 중 수소전기차에 사용되는 연료전지는 고체고분자 

전해질형 연료전지로서 현재 그 기술의 성숙도가 매우 

높고, 80℃ 이하의 그리 높지 않은 온도에서 작동하기 때

문에 자동차용 연료전지에 사용된다. 자동차용 연료전지

는 일반적으로 승용차 및 소형 SUV기준으로 약 

80~120kW의 출력영역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현재 국내

에서는 현대자동차가 NEXO를 상용화하여 출시하고 있

고, 외국의 경우에는 토요타와 혼다가 각각의 모델인 미

라이와 Clarity를 시판하여 판매하고 있다. 또한, 현대자

동차의 경우에는 유럽의 유수의 자동차메이커들에게 자

사의 개발품인 스택의 납품을 요구받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료전지시스템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연료전지스택을 위한 모델링을 실시한다.

과거의 연구에서는 전산유체역학이 아닌 방식을 이용

하여 연료전지의 성능을 비교하는 결과들이 있었다 

[1-5]. 그러나 이런 연구들은 과거의 컴퓨터의 성능이 현

재처럼 발달하지 못한 경우에 1차원의 방정식을 이용하

여 그 결과를 해석한 것이므로 그 결과는 현재의 전산유

체역학에 기초를 주었지만 그 이상의 발전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연료전지 내부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을 

분리되어진 전극들을 이용하여 내부의 전류밀도의 분포

를 실험적으로 확인하려는 시도도 있었다[6,7].

또한 과거의 전산유체역학으로 연료전지의 성능을 평

가하려는 시도도 있었다[8-15]. 하지만 앞선 연구는 

10cm2 미만의 매우 작은 유효면적을 가지는 연료전지의 

전산모사를 이룬 것으로서 상대적인 대면적 연료전지의 

모사는 이루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25cm2의 비교적 대면적을 가지는 연료전지를 모사하

여 상용화된 연료전지의 해석에 있어서 진행되어질 발판

을 마련한다.

2. 수소연료전지의 유동 이론  

2.1 연료전지의 전기화학반응 

고체고분자전해질형연료전지는 양쪽 전극 사이에 수

소이온교환막을 배치하고 anode에 수소를, caghode에 

산소(공기)를 흘려주어 전기를 생산하는 전기화학적 장

치이다. 고체고분자전해질형 연료전지는 전기화학적으로 

수소를 산화시키고 산소를 환원시키는데 그 원리는 다음

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anode :  →    


······························· (1)

cathode :   


→  ···························· (2)

여기서 수소의 산화가 이루어지는 anode 와 산소의 

환원이 이루어지는 cathode 두 전극에서 발생하는 전기

는 연료전지 구성파트의 상태에 따라 그 성능을 결정하

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그 중에서도 기체를 공급하는 유

로의 형상에 따른 성능에의 영향성을 연구하여 그 결과

를 제공하였다. 이에 관련되어지는 유로는 단일유로와 5

개의 유로를 가진 두 가지의 단위전지를 비교하여 그 결

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지배방정식

을 풀고 또한, 전기화학적 반응을 설명하였다.

2.2 지배방정식 

고체고분자전해질형연료전지의 유동에 관한 지배방정

식은 식 (3)의 연속방정식(질량보존의 법칙)과 식(4-6)에 

소개된 운동량방정식으로 구성되며 그 구체적인 식들은 

Table 1 에 자세히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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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각 형태의 전기화학적인 식은 아래와 같이 정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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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치해석 및 유로형상

3.1 수치해석방법

유로형상에 따른 고체고분자전해질형연료전지의 성능

의 영향성의 분석에 관하여는 2 가지의 다른 유로형상을 

이용하였다. 그 형상은 Fig. 1에 나타내었다. (a)는 단일

유로 형태이고 (b)는 5개의 평행되어진 유로형태이다. 단

일유로형태는 Fig. 1 (a)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하나의 

입구에서 흘러들어가서 전체의 길이가 긴 형태이고, 5개

의 유로의 경우에는 Fig. 1 (b)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5

개의 입구와 5개의 출구로서 각각의 유로의 길이는 단일

유로의 경우에 비하여 짧고 그로 인하여 전체적인 입출

구단의 압력차이는 상대적으로 5개의 유로형태쪽이 적

다. 또한 각각의 유로는 모두 단면적은 모두 가로 

1.0mm 세로 0.1mm로 모두 같은 단면적으로 구성된다. 

또한, 각 유로에 공급되는 기체의 유속은 모두 균일하다. 

그리고 anode와 cathode의 형태는 모두 MEA를 기준

으로 대칭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는 Fig. 1에 나타난 

것과 같다. 또한, MEA와 GDL은 두 유로형상 모두 같은 

물성치를 가지고 있다. Table 2 에는 고체고분자전해질

형연료전지의 구성품에 관한 물성치를 정리하였다. 이 물

성치를 이용하여 유동해석을 하기 위하여 상용 수치해석 

소프트웨어인 COMSOL multiohysics® 의 자동요소분

할 기능을 이용하였다. 

(a)

(b)

Fig. 1. Flow field design (a) 1-channel (b) 5-channel

Parameter name Value Unit

Membrane thickness 100 μm

Membrane thickness 400 μm

Electrode thickness 50 μm

GDL conductivity 222 S/m

GDL porocity 0.4

GDL permeability 1.18×10-12 m2

Temperature 60 ⁰C

Membrane conductivity 9.825 S/m

Caltayst permeability 2.36×10-12 m2

Catalyst layer porocity 0.3

Table 1. Physical parameters 

3.2 수치해석결과

유로형상에 따른 고체고분자전해질형연료전지의 성능

의 영향성은 Fig.2 와 같은 전류밀도 (current density) 

대 셀전압의 형태로 그 결과를 설명하였다. Fig.2 에서는 

전류의 변화에 따른 전압의 값으로 그 성능을 비교할 수

가 있는데, 동일전류에서 보다 높은 전압이 나오는 경우

가 더 우수한 성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본 모델링을 

통하여 성능의 비교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5개의 유로형

태가 (5-channel) 단일유로 (1-channel)의 경우에 비

하여 높다는 것을 Fig. 2에서 그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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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Fuel cell performance comparison @ cell 

voltage of 0.4V between 1-channel and 

5-channel 

Fig. 3 에서는 유로의 형상에 따른 수소농도의 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상에 붉은색으로 표시된 것이 수소

농도가 높은 쪽이고 푸른색으로 표시된 것이 점차적으로 

수소농도가 낮은 것이다. 이 비교은 여러 전압에서 비교

한 데이터가 있지만 많은 데이터를 보인 것보다 그 효과

가 두드러지게 보이는 셀전압 0.4V에서 비교하였다. 이

때 두 형상의 유로 모두에서 전반적인 수소농도의 분포

는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지만, 5-채널의 유로형상의 단

위전지에서의 수소농도의 분포가 단일유로 형상의 그것

에 비하여 약간은 고르게 분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

(b)

Fig. 3. Comparison of hydrogen concentration 

distribution between (a) 1-channel and 

(b) 5-channel

Fig. 4 에서는 유로의 형상에 따른 산소농도의 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 Fig. 3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셀전압 

0.4V에서 비교하였고, 그림 상에 나타난 붉은색으로 표

시된 것이 산소농도가 높은 쪽이고 푸른색으로 표시된 

것이 점차적으로 산소농도가 낮은 것이다. 앞서 Fig. 3의 

수소동도의 분포와는 달리 전반적인 산소농도는 두 형상

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단일유로의 경우에는 산소농도가 

입구쪽과 출구쪽의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보이지만 5개

의 유로를 가진 형상의 단위전지에서는 단일유로와는 달

리 상대적으로 고르게 분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

(b)

Fig. 4. Comparison of oxygen concentration 

distribution @ cell voltage of 0.4V 

between (a) 1-channel and (b) 

5-channel

Fig. 5 에서는 유로의 형상에 따른 전류밀도의 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 앞선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림 상에 붉은

색으로 표시된 것이 전류밀도가 높은 쪽이고 푸른색으로 

표시된 것이 전류밀도가 낮은 것이다. 그리고 이 역시 앞

선 그림들과 마찬가지로 셀전압 0.4V에서 비교가 이루어

졌다. Fig. 5의 경우를 보면 Fig. 2에서 표시되어진 전반

적인 성능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그림이라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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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경우에는 단일유로의 경우가 5개의 유로형상의 단

위전지에 비하여 매우 불균형한 전류밀도의 분포를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산소농도의 분포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a)

(b)

Fig. 5. Comparison of current density 

distribution @ cell voltage of 

0.4V between (a) 1-channel 

and (b) 5-channel

4. 결과 및 검토

유로형상에 따른 고체고분자전해질형연료전지의 성능

의 영향성의 분석을 전산유체역학을 통해 이루어졌다. 연

료전지 내부의 구조적인 모사를 통하여 유로의 형상에 

따른 성능의 영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과거의 연구

에 비하여 비교적 대면적이라 할 수 있는 25cm2 의 유효

면적을 가지는 연료전지의 전산모사를 성공하였다. 본 연

구에서는 수소와 산소의 농도분포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에 따른전류밀도의 분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연료전지

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전산모사를 통하여 확인

할 수 있었고, 여러 가지의 가정을 이용하여 모델링을 단

순화할 수 있었다. 본 과정을 통하여 실험을 줄일 수 있

고 나아가 상용화되어질 대면적 연료전지의 모델링에 있

어서 초석을 다진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를 분석해본다면, 단일유로의 경우가 5개의 유

로를 가진 단위전지에 비하여 보다 균일한 전륜밀도의 

분포를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원인은 수소농도의 분포에 

비하여 산소농도의 분포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전반

적인 수소밀도의 분포는 두 유로형상 모두 큰 차이를 보

이지 않았으나, 산소농도의 분포는 그 차이를 볼 수 있었

으며, 그에 따라 연료전지의 성능은 5개의 유로를 가진 

형상에서 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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