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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free breathing proton exchange membrane fuel cell (PEMFC) was developed. This paper presents 
a study of the several effect on the performance of a fuel cell such as air flow rate, opening ratio, 
and cathode structures. Especially, an air flow rate is critical condition to improve the fuel cell 
performance. In this paper, we developed a synthetic jet micro air blower to supply high stoichiometric 
air. The synthetic jet actuation is usually generated by a traditional PZT-driven actuator, which consists 
of a small cylindrical cavity, orifices and PZT diaphragms. In comparison with free convection fuel 
cells, the forced-convection fuel cell which equipped synthetic jet micro air blower brings higher 
performance and stability for long term test. Also, power consumption of the synthetic jet micro air 
blower is under 0.3W. The results show that the maximum power density was 188mW/cm2 at 
400mA/cm2.The maximum power density was higher 40% than power density of free convection fuel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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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노트북, 휴대폰, PDA, PMP등의 모바일 

디바이스들은 복수의 기능을 하나의 단말기로 구

현하는 컨버젼스 디바이스의 형태로 진화하고 있

다. 디지털카메라, 음악 및 동영상 재생 등은 아

주 일반화 되어 있으며 DMB, 네비게이션, 무선

인터넷 등 기능집적도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기능을 갖춘 모바일 디바이스들은 

그 기능에 비례하여 더욱 높은 에너지밀도를 갖

는 전원장치를 필요로 하고 있고, 현재의 2차전

지로는 전원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고
용량화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다

[1-4]. 2차전지를 대체할 새로운 대안으로 가장 

각광받고 있는 연료전지는 화학에너지를 전기에

너지로 전환하는 에너지 전환장치로서 전환효율

이 매우 높고 친환경적이며 다양한 연료의 사용

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고분자전해질

형 연료전지의 경우 작동온도가 낮고, 출력밀도

가 높으며, 구조가 단순하여 소형 이동전원으로 

제작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5]. 고분

자전해질형 연료전지는 환원제로 이용되는 공기

의 공급방식에 따라 자연대류방식과 펌프 또는 

블로워를 통해 강제로 공기를 공급하는 강제공급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연대류방식의 경우 

별도의 공기 공급을 위한 부가장치가 필요 없어 

구조가 단순하며 시스템 소형화에 유리하지만 강



제공급방식에 비해 출력밀도가 낮고 사용 환경에 

따라 성능 변화의 폭이 크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

다. 또한 강제공급방식은 연료전지에서 만들어 

낸 전력의 일부를 공기 공급장치에 사용해야 하

므로, 소비전력이 증가하며 시스템이 복잡하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으나, 자연대류방식보다 출력밀

도가 월등이 높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으며, 공기

극에 생성되는 물과 반응 가스들의 가습에 의한 

물을 관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자연대류방식에 

비해 좀더 안정적이며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마이크로 연료전지용 공기공급

을 위한 주변장치로 PZT 박막을 이용한 synthetic 
jet 공기 블러워를 설계 및 제작하였다. 또한 자

연대류형 연료전지의 성능 평가를 위해 공기극 

측의 개방율에 따른 성능 특성 분석 및 제작된 

마이크로 공기 블로워를 이용한 연료전지의 성능 

평가를 수행되었다. 

2. Synthetic jet 공기 블로워

2.1 Synthetic jet 액츄에이터

Synthetic jet 액츄에이터는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변환 시키는 장치로, 입구를 통해 들어

온 양과 나가는 양이 같아 영의 질량 유량을 가

지는 장치로 주로 항공기의 공기 유동 제어 장치 

및 소형 전자 기기의 열 관리 장치, 마이크로 펌

프 등에 사용되고 있다. 
Fig. 1은 Synthetic jet 액츄에이터의 기본구조와 

작동원리를 보여주고 있다. Synthetic jet 액츄에이

터는 입구와 출구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오리

피스와 챔버, PZT 박막으로 구성되어 있다. PZT 
박막의 상하 반복 운동에 의해 공기가 오리피스

를 통해 챔버 내부로의 공급과 같은 오리피스를 

통해 다시 외부로 분사됨으로써 공기의 유동을 

발생시키게 된다. 이러한 Synthetic jet 액츄에이터

의 주요 설계 및 구동 조건으로는 PZT 박막의 

변위와 구동 주파수 그리고 입구, 챔버 형상 등

을 들 수 있다. 

2.2 Synthetic jet 액츄에이터 특성 분석

Synthetic jet 액츄에이터의 구동 특성을 파악하

기 위하여 Synthetic jet 액츄에이터를 제작하였다. 
Fig. 2는 제작된 synthetic jet 액츄에이터를 보여  

         

Fig. 1 Schematic of synthetic jet actuator

주고 있다. 이때 사용된 PZT 박막은 Φ20mm 였
으며, 기존의 synthetic jet 액츄에이터의 오리피스 

방향과는 수직한 방향으로 공기의 유동이 발생하

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오리피스의 형상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른 크기를 가지는 세 

개의 오리피스를 구성하고, 주파수 변화에 따른 

공기의 속도를 측정하였다. 이때 다른 오리피스

는 유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끝단을 막고 실험을 

수행하였다. 
Fig. 3은 Synthetic jet 액츄에이터의 유량 측정

을 위한 실험장치 구성도를 보여주고 있다. 측정

에 사용된 센서 (Schiltknecht Messtechnik, 
ThormoAir3)는 0.01~5m/s의 측정 범위 (1m/s range 
±1%, 5m/s ramge ± 0.2)를 가지며 주변 공기 유

동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폴리머 챔버 

내에 설치하였다. 또한 DAQ 보드 및 Labview를 

이용하여 센서의 출력신호(0~1VDC) 변환을 통해 

유량을 측정하였다.
Fig. 4는 Synthetic jet 액츄에이터의 주파수 변

화 및 오리피스의 크기에 따른 유량 측정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각 단면의 형상에 대해 주파수가 

증가함에 따라 특정 주파수 대역에서 유량이 급

격히 증가, 최대 유량을 지나 급격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단면의 형상이 커질수

록 다소 높은 주파수에서 최대 유량을 보이고 있

으며, 단면 크기가 증가할수록 유량도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PZT 박막의 구동 주파수

가 600Hz 이상 증가할 경우, 소음 레벨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어 휴대용 연료전지용 주변장치로의 

적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Fig. 2 Synthetic jet actuator 

Fig. 3 Schematic of experimental setup

(a) 1mm

(b) 2mm

(c) 3mm
Fig. 4 Flow rate of synthetic jet actuator according 

to orifice cross section and frequency

3. Free breathing 연료전지

3.1 Free breathing 연료전지 제작

그림 5은 synthetic jet 공기 블로워의 성능 특성

을 실험하기 위해 제작된 대류형 연료전지를 보

여주고 있다. 연료극은 사형(serpentine)유로로 

1mm 폭과 1mm 깊이로 가공하였으며, 공기극은 

자연 대류를 위해 개방된 형태로 제작되었다. 이
때 공기극은 개방률 및 형태에 따른 연료전지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Fig.6과 같이 공기극 유

로를 설계하였다. 공기극 유로의 형상은 개방율

에 따라 40~70%까지 제작하였으며, 생성된 물에 

의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slit 및 window 형
상으로 나누어 제작을 수행하였다. 공기극, 연료

극의 유로는 흑연을 사용하였으며, MEA는 Gore
사의 5510을 사용하였다. 기체확산층은 Cabel CL
을 사용하였고, 연료전지의 반응면적은 2x2㎠이

며, 25kgf㎝의 체결압으로 셀 조립을 수행하였다. 
Fig. 7은 개방율이 다른 공기극 유로에 따른 셀 

접촉 저항을 보여주고 있다. MEA를 제외한 모든 

요소들을 25kgf㎝으로 조립한 후 1A의 전류를 흘

려가며 접촉저항을 측정하였다. 공기극 유로의 

개방율이 적은수록 접촉저항이 낮게 나타남을 확

인할 수 있으며, 접촉 저항은 유로의 형상과는 

무관하게 개방율에 의존함을 확인할 수 있다. 

Fig. 5 Free breathing fuel cell



Fig. 6 Flow field design of cathode according to 
opening ratio and configuration

Fig. 7 Contact resistance of unit cells with respect 
to flow field

4. 실험 및 결과토의

4.1 공기극 유로에 따른 연료전지 성능 특성

자연 대류형 연료전지의 성능 평가를 수행하였

다. 수소가스는 무가습 상태로 연료극에 공급되

며, 27℃, 45% 습도 대기 상태에서 실험을 수행

하였다. 연료전지 활성화를 위하여 CV모드로 

0.35V까지 0.5V씩 낮추어가며 60 사이클을 수행

하였다. 이때 각 단계는 20초의 시간을 유지하였

다. 
Fig. 7은 이러한 조건하에서 측정된 공기극 개

방율에 따른 대류형 단위전지의 성능 평가 곡선

을 보여주고 있다. 개방전압(Open Circuit Voltage)
는 개방율이 감소할수록 0.9V에서 0.95V까지 증

가하였으나, 고전류 영역으로 갈수록 성능이 감

소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저전류 영역에서는 

높은 전기 전도도로 인해 저항 손실의 감소로 성

능이 향상되나, 고전류 영역으로 갈수록 물질전

달 저항이 증가하여 공기극에 공기의 공급이 어

렵워지기 때문이다. 개방율에 있어서는 61%와 

63%의 공기극 유로에서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

여주고 있으며, window 형상 보다는 slit 형상이 

더 우수한 성능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는 slit 형
상의 공기극에서는 생성된 물이 쉽게 흘러내려 

기체확산층의 표면에서 제거된다. 그러나 window 
형상의 경우 가로 방향의 리브(rib)로 인해 생성

된 물들이 제거되기 어렵고, 이러한 물들이 공기 

공급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현

상은 72%의 공기극 유로를 보면 더욱 확연히 파

악할 수 있다. 같은 개방율은 가졌음에도 불구하

고 slit 형상이 window 형상보다 100mA/㎠ 이상

에서부터 서서히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

다. 

4.2 공기 블로워에 의한 특성 분석

자연 대류형 연료전지에서의 synthetic jet 공기 

블로워의 활용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Fig. 9
와 같이 공기극 유로 측에 개발된 synthetic jet 공
기 블로워를 장착하고 연료전지의 성능 평가를 

수행하였다. 
Fig. 10은 synthetic jet 공기 블로워와 팬을 사

용한 성능 비교 곡선을 보여주고 있다. Synthetic 
jet 공기 블로워 및 팬을 사용할 경우, 0.5V에서 

188mW/㎠로 자연 대류 방식에 비해 약 45% 이
상 성능이 향상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때의 

그러나 Synthetic jet 공기 블로워는 PZT에 의해 

구동되기 때문에 0.3W 이하의 전력을 소비하나, 
팬의 경우는 12V, 0.1A에서 구동되기 때문에 약 

1W의 전력을 소비하게 된다. 따라서 시스템의 

전체 효율 측면에서 보았을 때, synthetic jet 공기 

블로워를 사용하였을 경우가 훨씬 효율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 8 Effects of cathode opening ratio on cell 
performance



Fig. 9 Schematic diagram of free breading fuel cell 
with synthetic jet air blower

Fig. 10 Comparison of cell performance by 
synthetic jet air blower and fan 

4. 결 론

자연 대류형 연료전지용 공기 공급을 위한 공

기 블로워를 synthetic jet 방식을 적용하여 제작하

였으며, synthetic jet 공기 블로워를 자연 대류형 

연료전지에 적용하기 위해 기본 특성 분석을 수

행하였다.
자연대류 방식의 연료전지를 제작하였으며, 공

기극의 개방율에 따른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40~70%의 개방율을 가지는 공기극 유로를 흑연

을 이용하여 제작하였다. 
자연 대류형 연료전지의 성능 평가를 수행하였

다. 공기극 개방율이 낮을수록 높은 전기 전도도

로 인해 저항 손실이 감소하기 때문에 저전류 영

역에서 높은 성능을 보인다. 그러나 고전류 영역

으로 갈수록 물질전달 저항이 증가하여 공기극에 

공기의 공급이 어렵워지기 때문에 성능 역전 현

상이 발생하게 된다. 공기극 형상에 있어서는 생

성된 물을 쉽게 배출하는 slit 형상이 더 우수한 

성능 특성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synthetic 
jet 공기 블로워 적용을 통한 자연 대류형 연료전

지의 성능평가 결과, 0.5V에서 188mW/㎠의 최대 

출력으로 자연 대류 방식에 비해 약 45% 이상 

성능이 향상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때 

synthetic jet 공기 블로워 구동을 위해 소비된 전

력은 0.3W 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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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중이며 이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

다. 또한 이 연구에 참여한 연구자는 “2단계 

BK21사업”의 지원비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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