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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two-dimensional thermal model of proton exchange membrane fuel cell with large active area is developed to investigate 
the performance of fuel cell with large active area over various thermal management conditions. The core sub-models of the two-
dimensional thermal model are one-dimensional agglomerate structure electrochemical reaction model, one-dimensional water 
transport model, and a two-dimensional heat transfer model. Prior to carrying out the simulation, this study is contributed to set 
up the operating temperature of the fuel cell with large active area which is a maximum temperature inside the fuel cell 
considering durability of membrane electrolyte. The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the operating temperature of the fuel cell and 
temperature distribution inside the fuel cell can affect significantly the total net power at extreme conditions. Results also show 
that the parasitic losses of balance of plant component should be precisely controlled to produce the maximum system power 
with minimum parasitic loss of thermal management system.  

 

기호설명 
 

F :  Faraday 상수 (C/mole) 
gf̊ :  Gibb’s free energy at STP (J/ mole) 
j0 :  교환전류밀도 (A/cm2) 
j :  국부전류밀도 (A/cm2) 
Javg  :  평균전류밀도 (A/cm2) 
K  :  열전도도(W/mK) 
Lcv  :  제어체적의 특성길이 (m) 
ṁc  :  냉각수 유량(kg/s)  
Mm :  막 등가중량 (g/mol) 
Mw :  물 분자량 (g/mol) 
ṅi :  가스 몰 유량 (mole/s) 
Ni :  단위면적당 가스 몰 유량 (mole/cm2s) 

 
p :  둘레길이 (m) 또는 압력 (kPa) 
P :  전력 (W) 
Q :  냉각수 체적 유량(m3/s) 
R :  일반기체 상수 (J/mol·K) 
s :  MEA 두께 
tmem :  막두께 (m) 
T :  온도 (K) 
V :  전압 (V) 
xi :  몰분율 
zact :  촉매층두께 (m) 
ε :  공극률 (porosity) 
κ :  전기전도도 (mho/cm) 
λ :  습증기 함유도 
ν :  당량유동계수 
ρ :  밀도 (g/cm3) 
 

첨자 
act : 활성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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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g :  평균 
A :  연료극(anode)전극 
c :  냉각수 
C :  공기극(cathode) 전극 
cl :  촉매층 
cv :  제어체적 
dry :  건조 막 
frict :  마찰 압력 손실 
FC :  연료전지 
g :  가스 
in :  입구  
mem :  막전해질 
o :  출구 
sat :  포화 
w :  습증기 
 

1. 서 론 

 
고분자 막 전해질 연료전지(Proton Exchange 

Membrane Fuel Cell, 이하 PEMFC)는 고효율 및 초 
저공해, 빠른 시동 특성 등의 장점으로 인해, 차세대 
차량용 동력원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PEMFC 는 
양쪽에 연료극(anode)과 공기극 (cathode)을 가지고 
있고, 사이에 고분자 막 전해질에 의해 수소 이온 
수송이 이루어 지는데, 이 막 전해질의 성능이 
연료전지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막 전해질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셀 내부 습도를 적절하게 
유지시켜야 하며, 습도는 온도 및 압력 조건에 
민감하게 변하므로, 온도 및 압력을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전기 화학 반응의 성능은 
산소의 확산률에 크게 영향을 받는데, 산소의 확산은 
반응에 의해 발생한 습분이 MEA 및 채널 안에서 
과포화(over-saturated) 및 수화할 때 가스 확산층의 
확산을 방해하며 촉매층의 화학 반응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결국 성능이 저하되는데, 이를 
flooding 이라 한다.  
연료전지의 성능을 해석하기 위한 해석 모델로는 

전기화학반응에 중점을 둔 모델들(1~4)과, 활성 면적이 
작은 연료전지의 가스의 열적 특성을 고려한 성능해

석모델(5,6) 등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해석 모델들은 
활성 면적이 작은 실험실 수준의 연료전지에 대한 해
석을 수행 중이며, 냉각수를 사용하는 대면적 연료전

지의 열관리 분야는 아직 연구가 활발하지 않다. 
Matthew 등(7) 과 James 등(8)에 따르면 연료전지의 작동

온도가 기존 동력 발생 장치보다 낮기 때문에 차량용 
연료전지의 냉각계통은 기술적으로 해결해 야 할 부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욱이 대면적 연
료전지 내의 온도 분포는 열관리뿐 아니고, 국부적인 
온도 증가 및 온도 감소 때문에 물 관리에 대한 

 
Fig. 1 Schematic of Considered Layers of Proton 

Exchange Membrane Fuel Cell for the Analysis 
 

기술적 고려도 가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물 및 
열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료전지의 
작동 온도 및 온도분포에 대한 연료전지의 성능 
변화를 이해하고, 성능을 최적화 시킬 수 있는 운전 
조건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연료전지의 열적 거동을 이해하기 

위해 2 차원 연료전지 열 해석 모델을 구성하였다. 
모델은 크게, 전기 화학 반응 모델, 습증기 수송 모델, 
그리고 열전달 모델로 구성되어 있다. 대면적 
연료전지의 작동 온도 및 최적의 온도 분포를 
연구하기에 앞서, 대면적 연료전지의 작동 온도를 
기하학적 형상과 운전 조건을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구성된 열 해석 모델을 이용하여, 연료전지가 
냉각계통으로 최소의 기생 전력을 공급하며 최대 
출력을 낼 수 있는 운전조건을 찾아낸다. 

2. 고분자 막전해질 해석 모델  

2.1  고분자 막 전해질 해석 모델 개요 
고분자 막 전해질 연료전지는 전기화학 반응에 의

해 전기와 열을 발생시킨다. 이러한 발열과 전기에 
의해 발생된 일을 설명하고 성능 모사를 위해서는 
이를 해석할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는 Fig. 1 과 같이 Membrane Electrode Assembly (MEA) 
를 사이에 두고, 공기극 채널, 연료극 채널이 있으며, 
공기극 채널 다음에 냉각수 채널이 존재한다고 가정

하였다. 채널들은 모두 사형 채널(Serpentine Channel)
을 적용하였고, 채널을 통과한 가스는 가스확산층 
(Gas Diffusion Layer, GDL)으로 전달되는 것으로 가정

하였고, 냉각수도 사형 채널을 통과하며 연료전지로

부터 열을 흡수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반응 가스

와 공기는 채널 좌측 상단에서 유입하여 좌측 하단

으로 유출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냉각수는 가스

들과 대향류를 이루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2.2  Nernst 전압과 단전지 생산 전압  
Nernst 전압은 이상적인 전압으로 실제 연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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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서 측정되는 전압은 Nernst 전압과 차이를 
보이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비가역적 손실을 
구하기 위해, 막전해질에서의 전기저항 손실, 촉
매층에서의 손실 등을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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η−⋅−= memNernstFC RjVV   (2) 

식 (2)에서 Rmem 은 막전해질의 전기저항이고, η
는 공기극 촉매층에서의 손실이다. 
 

2.3  종보존과 습증기 수송 모델  
가스의 종보존 방정식을 적용하여, 가스 출구단의 농

도를 구할 수 있다. 즉, 양쪽 전극의 수소와 산소는 반응

에 의해 소모되지만 질소는 반응에 참여하지 않으므로:  

F
jLn cH 22

−=∇ &    (3) 

F
jLn cO 42

−=∇ &    (4)  

0
2

=∇ Nn&     (5)  

연료극의 습증기 농도는 전기 삼투현상(Electro-
osmosis)에 의해 감소하고, 공기극은 연료극으로

부터 수송된 습증기와 반응에 의해 발생된 습증

기에 의해 농도가 증가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료

전지 내 온도 분포에 따른 습증기 분포 및 운전

조건 변화에 따른 온도분포가 성능 변화에 미치

는 영향에 관심이 있고 다상 유동 해석 시 전체 
계산속도에 영향이 크기 때문에, 습증기의 응축 
등을 무시하고 단상 유동 만을 계산하였다:  

net
memwwA Nn ,⋅Δ−=∇ &    (6) 

)( ,, reactwC
net

memwwC NNn +Δ=∇ &   (7) 

식 (3) 에서 (7)을 풀기 위해서는 막전해질을 통과하는 
유량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 습증기 양을 결정하기 
위해 습증기 수송모델(water transport model)을 
적용하였다. 막 전해질에서의 습증기 수송은 두 개의 
수송력, 즉, 전기적 삼투압과 역방향으로 진행되는 
습증기 확산의 균형에 의해 결정된다.  
전기 삼투력은 전기삼투계수(ndrag)와 반응률을 이용

해 구할 수 있으며, 양쪽 전극에서의 농도차에 의
한 역방향 확산은 Fick 의 제 1 법칙에서 구하였다.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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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계수 Dλ는 Springer(3) 등에서 구할 수 있다. 식
(8)과 (9)를 습증기에 대한 종 보존 식에 대입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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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0)은 비선형 상 미분 방정식이고, 사용된 경
계조건들은, 

z=0 :   Aλλ =   (11) 
z=tmem :  Cλλ =   (12) 

계면에서의 습증기 함유도 λA 와 λC 는 전극에서의 
습증기의 활성도 (a=xwp/psat)를 이용한 실험식으로부

터 구했다. (3) Fig. 2 는 전류 밀도를 변화에 따른, 막 
전해질 내부의 습증기 농도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전류 밀도가 증가할수록 전자기 삼투력이 증가하므

로, 연료극 쪽에서 더 많은 물 분자를 끌고 가게 된
다. 이는 막 전해질 내부의 습증기 농도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전류 밀도 증가에 따라, 습증기 농도가 급
격히 감소하는 것이 관찰되며, 습증기 농도 분포가 
비선형으로 변하는 것이 관찰된다.  
식 (10)을 통해 습증기 함유도의 막전해질 내

에서의 분포를 구했으면, 막전해질의 전기 저항 
또한 계산할 수 있다.  

∫=
memt

mem
dzR

0 σ
   (13) 

여기서 전기 전도도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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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전기화학반응 
Fig. 3 은 백금 촉매층을 단순화 시킨 것으로, 촉매

층 내부로 산화제와 수소 이온과, 전자가 이송되어, 
촉매층이 존재하는 군집체 내에서 실제 반응하는 것
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촉매층 내부

의 반응을 적절히 모사하기 위해 Broka(9) 등이 제안한, 
군집형 구조 촉매층에서의 전기화학 반응 모델

(agglomerate structured electrochemical reaction model)을 
적용하였다. 즉, 촉매층에서의 전류 밀도 변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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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또한 전기화학 반응은 옴의 법칙(Ohms’s Law)에 
의해 다음으로 표현할 수 있다. 

j
zeff =

∂
∂ηκ    (16) 

두 식을 정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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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조건은 공기극 가스확산측과 촉매층 사이

의 계면에서 옴의 법칙을 적용할 수 있으며, 촉
매층과 막전해질사이의 경계면에서는 전기절 연
조건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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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Water Content Distribution over the Change of 

Current Density 

 
Fig. 3 Structure of Catalyst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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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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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반응가스가 다공성 물질을 통과할 때, 보통의

관로에서 측정했던 물리적 성질들은 감소하는 경
향이 있다. 연료전지에서는 전기 전도도와 확산

계수가 이에 해당하며, 이들 물성치에 대한 보정

이 필요하다. 이의 보정을 위해 Brudggeman 상관

식을 사용하였다. (1)  
5.1εκκ ⋅=eff   (20) 

5.1ε⋅= DDeff   (21) 

식 (17)에는 확산 저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중 산소는 가스 확산층에서 촉매층으로 용해되어 
들어간다고 볼 수 있으며, 이를 핸리의 법칙을 
이용해 구하였다. 핸리 상수는 Parthasarathy(10) 등

의 실험에서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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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7)의 반응률 reactk 과 E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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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Heat Transfer and Energy Conservation  
연료전지의 온도는 엔탈피 출입에 의한 에너지 

입력, MEA 에서의 열전도, 냉각수와 가스로의 열 
방출, 그리고, 제어체적에서 생성되는 전력의 에
너지 보존을 이용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단, 본 연
구에서는 상변화에 의한 영향은 무시하였다.  

02 =−−−∑ ∑−+∇ cvgasc
in out

iiiiFC PQQhmhmsdxdyTk && (25) 

식 (25)에서 냉각수로 방출되는 열과 냉각수 출
구 온도는,  

)( ,,, icoccpcc TTcmQ −=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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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h
TTT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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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또한, 가스로 전달되는 열과 가스 출구 온도는,  

∑ −= )( ,,, igogipigas TTcnQ &   (28) 

∑ =Δ+∇+∇⋅
i

giip TphxhTcn 0])[(&   (29) 

제어체적에서 생산되는 전력은,  

actavgccv AJVP ⋅⋅=    (30) 

 
2.6   해석 방법 
상기 기술된 모델들은 대부분이 비선형 상미분 방

정식이거나 편미분 방정식이기 때문에 수치해석을 적
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치적 방법

을 이용하여 해를 구하였으며, 식 (25)은 successive 
over relaxation (SOR) 알고리즘을 이용하였고, 식 (29)는 
유한 차분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그리고, 식 (27)와 
(29)의 계산을 위해서는 엇갈림 격자를 채택하였다. 
전기 화학 반응에 대한 해석을 위해서 주어진 평균 
전류밀도에 대해 계산된 평균전류밀도가 수렴하는 전
압을 반복계산법에 의해 찾아내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6)  

3. 열관리 해석을 위한 선행 조건 

3.1 연료전지의 작동온도 
대면적을 가지는 연료전지는 좁은 저장공간을 효

율적으로 활용하면서, 요구 출력을 만족 시킬 수 
있어 자동차등 수송용 동력발생장치로 적합하다. 
하지만, 대면적 연료전지는 필연적으로 내부에 온
도분포를 포함하므로, 작동 온도를 정할 때는 온도

분포를 고려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온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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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Distribution of MEA Temperature, Local Current 

Density and water contents at Javg=1A/cm2, 
TFC=353.15 K, Tc=348.15 K 

 
효과를 고려하여 작동온도는 전지 내 최고온도로 정
의하였다. 최고 온도에 대한 정량적 값을 결정하기 
위해 막 전해질의 내구특성인 유리전이온도(glass 
transition temperature)를 고려한 결과, Nafion®형 막은 
353.15K 이상의 온도동작은 막 내구수명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수송용 연료전지

의 비정상운전시 부하 변동에 따른 온도 동특성 등에 
대한 온도여유를 고려하여 연료전지의 작동온도를 
348.15 K 로 설정하였다. (11~16) 

3.2 냉각계통의 기생전력과 유효출력 
연료전지 시스템이 생산하는 유효전력은 스택 생

산전력 중 연료전지 부가장치(Balance of Plant, BOP) 
소요동력을 제한 전력이다. 냉각계통의 기생전력을 
계산하기 위해서 연료전지 스택을 단전지의 출력대

비 증설이라고 가정하였으며 스택의 전력생산은 
80kW 급을 기준으로 계산하였다. 냉각수 펌프 일은 
유체가 연료전지 내부의 채널을 통과하면서 생기는 
마찰일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여기서 관마찰 손실

에 의한 압력 차와 펌프 소요동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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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마찰계수 f 는 주어진 냉각수 유량에 대해 
계산할 수 있다.(17) 그리고, 방열팬의 소요동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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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pecifications of the fuel cell 
Parameter Value 

Fuel cell length(l) 0.196 (m) 
Fuel cell width(w) 0.196 (m) 
Catalyst layer thickness(zact) 1.29×10-5 (m) 
Membrane thickness(tmem) 1.08×10-4 (m) 
Ratio of the Nafion thickness to the 
Nafion specific area (δ/a)  

6.5 ×10-10  

MEA thickness (s) 7.338×10-4 (m) 
Electrode porosity at CL ( ε ) 0.5  
Equivalent weight(Mm) 1100 (kg/kmol) 
Membrane dry density (ρdry) 2.0 (kg/m3) 
Anode Stoich. Flow Rate 1.05 
Cathode Stoich. Flow Rate 2.0 
PA, PC 3 (atm) 
TFC 348.15 (K) 

 
방열에 필요한 공기량은 Jung(18) 등에 의해 제시

된 방열판 모델을 이용해 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출력을 내는 운전조건, 즉, 전류 밀도가 같은 
경우에, 연료전지로 유입되는 공기량은 동일하므로, 
공기 공급 장치에 의해 소모된 기생전력은 별도의 
계산을 생략하였다. 그러므로, 냉각계통의 기생전력

을 고려한 연료전지의 출력은 연료전지 스택에 의해 
생산된 전력에서 냉각계통의 펌프와 팬에 의해 소모

된 전력을 감하면 얻을 수 있다.  
 

fanpumpgrossnet PPPP −−=   (39) 

actavgFCgross AJVP =    (40) 

3.3 고분자 막전해질 연료전지 열관리 해석 
연료전지의 작동온도(최고온도)와 셀 내부의 

온도분포는 냉각수에 의해서 조절된다. 작동온

도를 고정하고, 셀 내부의 온도분포를 줄이려면 
냉각수 온도와 유량을 늘려야 하고, 연료전지에

서 방출되는 열량은 동일하지만, 결국 이는 냉
각펌프의 기생전력을 증가시킨다. 또, 방열팬으

로 들어가는 냉각수 온도가 증가하지만, 유량도 
동시에 증가하기 때문에, 냉각수 온도 강하를 
위한 공기 유량도 변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
러한, 냉각 계통의 기생전력 증가를 통해, 연료

전지 내부의 온도 균일화를 얻게 되고, 이를 통
해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지만, 기생전력을 
고려하면 이는 제한적 일 것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를 통해 최적에서 움직일 수 있는 작동온도

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19)  
연료전지로 들어가는 공기와 연료를 가습시

키기 위해서는 가습온도를 지정해야 한다. 입구 
가습 조건의 경우 단상 모델 사용으로 인한, 
flooding 예측의 부정확성을 고려하기 위해, 냉
각수 입구 온도와 동일한 온도에서 가스가 가습

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기타 파라미터들은 
Table 1 에서 찾을 수 있다.  

(a) TFC(x,y) (b) j (x,y) 

(c) λA (x,y) (d) λC (x,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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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석결과 

개발된 해석모델은 2 차원 열전달 현상과 습증

기 수송 현상 및 전기 화학 반응에 의한 전류 밀

도 변화 등의 구속조건이 동시에 작동할 때 셀의 

성능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  

Fig. 4 는 해석결과 중 하나로 각 변수의 2 차원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연료와 공기는 
왼쪽 상단으로부터 유입되어 왼쪽 하단으로 방출되

며, 냉각수는 가스와 역방향으로 흐르는 대향류형

으로 열교환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Fig. 4(a)에서 
보듯이 연료전지 MEA 의 온도는 좌측 상부(공기 
및 연료 유입부)에서 높고 좌측 하부(냉각수 유입

부)에서 가장 낮고 최대 5K 의 온도 차를 보여주고 
있으므로, 온도분포를 고려하지 않고 좌상부로 들
어오는 가스를 공급할 경우, 채널 하류로 내려오면

서 연료극과 공기극 양쪽에서 Flooding 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Fig. 4(b)에서 보여지는 전류 밀도

의 경우, 연료전지에서 발생하는 전압은 일정하므

로, 온도가 높은 상부에서는 동일 전압 대비, 전류

밀도가 높게 나타나고, 가스가 채널 하류지역으로 
이동하면서 냉각에 의해 온도가 감소하므로, 전류 
밀도도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양쪽 전극에서

의 습증기 농도는 MEA 온도분포에 영향을 받게 되
는데, Fig. 4(c)에서 관측되듯이, 습증기 중 일부가 
공기극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하류 지역으로 가면서 
농도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전류밀도가 낮은 운
전조건에서는 하류로 가면서 온도가 감소하기 때문

에 이에 대한 보상으로 습증기 농도감소가 현저하

지 않지만, 전류밀도가 큰 경우에는 하류를 따른 
습증기 감소가 현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영향

이 관측된다. Fig. 4(d)의 공기극의 경우 채널 유입부

에서 포화 증기압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반
응에 의해 생성된 습증기와 연료극으로부터 이송되

어 온 습증기의 증가로 인해 채널 하류로 갈수록 
그 농도가 증가하는 것이 관찰된다.  
냉각 계통에 의해 소모되는 전력은 냉각팬과 냉각 

펌프 구동에 필요한 기생전력이다. 연료전지의 작동

온도를 고정한 경우에, 방열판과 냉각팬이 연료전지

의 온도를 제어하는 역할을 하므로, 작동온도가 일정

한 경우에 Fig. 5 에서 보여주듯이 냉각수 온도가 변함

에도 거의 일정하다. 이에 비해 냉각 펌프가 소모하

는 전력은 냉각수 온도가 연료전지 작동온도에 가까

워 짐에 따라 급속도로 증가하는데, 이는 동일 열량

을 방열시키는 데 있어서 냉각수와 연료전지 사이의 
ΔT 가 작아지기 때문이다. 또, Fig. 5(a)와 5(b)를 비교

하여 보면, 고 전류 밀도에서 냉각 계통 소모 전력이 
큰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전류 밀도가 증가함에 따
라, 연료전지의 발열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연료전지 시스템 냉각계통의 소모전력이 시스템 

출력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서는 연료전지에

서 생산하는 전력과 기생전력의 관계를 알아야 한
다. Fig. 6 에는 저부하, 고부하, 그리고 극단적인 
조건 등에 대해 연료전지에서 생산되는 전력과 냉
각계통에 의해 소모된 전력을 제외한 유효 전력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Fig. 6(a)에서 보여지듯이 연
료전지 에서 생산되는 전력은 냉각수 온도를 증가

시킴에 따라서 함께 증가한다. 여기에는 평균 온
도 증가에 의한 전력 증가와 온도분포가 적어져서 
나타나는 영향이 포함된 결과이다.  

저부하 운전의 경우, 반응량이 적기 때문에 방
열량이 적어서 필요 냉각수량도 적어지게 되고, 
냉각시스템에 필요한 소요 동력도 시스템 전체로 
볼 때 미미한 양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Fig. 6(a)
에서는 냉각수 온도가 연료전지 MEA 내부의 최고

온도와 근접함에 따라 냉각계통의 소요동력이 다
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냉각계통의 소요동력은 반응열이 큰 고
출력 운전의 경우에는 시스템이 생산할 수 있는 
유효 전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Fig. 6(b)에서 보
여지듯이 냉각수 온도가 연료전지 온도와 근접해 
짐에 따라서, 냉각계통 구동을 위한 소요 동력이 

 
 

 
(a) J=0. 5 A/cm2, TFC=348.15 K 

 

 
(b) J=1.0 A/cm2, TFC=348.15 K 

 
Fig. 5 Trend of Parasitic Power of Cooling System over 

Various Coolant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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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J=0.25 A/cm2, TFC=348.15 K 

 
 

(b) J=0.75 A/cm2, TFC=348.15 K 

 
(c) J=1.20 A/cm2, TFC=348.15 K 

 
Fig. 6 Net power Change over Various Coolant 

Temperature at Selected Current Densities  
 

 
Fig. 7 Contour Plot of Net Power in terms of Coolant 

Temperature and Current densities  

 

 
 

Fig. 8 Optimal Coolant Temperature at TFC= 348.15K, 
PA= 3 atm, PC= 3 atm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고
출력 운전에서는 냉각계통의 소요동력을 고려한 
연료전지의 유효 전력은 초기에 냉각수 온도를 증
가시키면 증가하다가 최대점에 이른 후 급격히 감
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이러한 조건에서는 
연료전지가 생산하는 대부분의 전력이 연료전지의 
냉각에 사용 될 가능성이 있다. 즉, 극단적인 경우

에는 Fig. 6(c)에서 관찰되듯이, 생산된 전력의 대
부분이 냉각계통 소비전력으로 공급된다. 또한, 이
러한 운전조건에서는 연료전지의 출력 전압 및 전
력이 최대 운전점에 비해 감소하고, 더욱이 생산

한 출력의 대부분을 기생전력으로 소모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연료전지를 효과적으로 운
전하기 위해서는 냉각계통이 최적으로 운전되기 
위한 적절한 냉각수 온도를 선정해야 하며, 이를 
통해 연료전지의 생산전력을 최대화 시키면서, 기
생전력을 최소로 줄임을 알 수 있다. 
연료전지가 실제 생산할 수 있는 유효전력을 전

류밀도와 냉각수 온도에 따라 나타내면 Fig. 7 과 
같은 등유효전력곡선을 구할 수 있다. 냉각수의 
온도가 낮을 때는 연료전지 내의 평균온도가 낮기 
때문에, 연료전지의 생산 전력이 작아서, 유효전력

도 감소하게 되고, 냉각수 온도가 충분히 높아서 
작동온도에 근접할 때는 냉각 유량 증가에 의한 
냉각 계통의 기생전력이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유효 전력이 감소한다.  

그러므로, 이들 냉각수 온도가 매우 낮은 지역

과 너무 높은 지역을 제외한 영역에서 연료전지를 
운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Fig. 8 은 
Fig. 6 의 최대 유효전력을 추출해서 냉각수 온도

와 전류밀도에 대한 함수로 나타낸 것이다. 그러

므로, Fig. 8 의 곡선은 주어진 조건에서의 최적의 
냉각수 온도를 의미하므로, 만일 실제 냉각수 온
도가 Fig. 8 곡선 아래에 나타나면, 연료전지 내부

의 온도분포로 인해, 유효출력이 최대치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며, 곡선 위의 온도에서 연료

전지를 작동시에는 과다한 냉각 계통의 기생 전력

에 의한 손실이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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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연구에서 보여지듯이 냉각수 온도와 유
량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은 연료전지가 최적 성능

을 낼 수 있게 하는 데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5. 결 론 

수송용 연료전지 시스템의 냉각 계통 최적화를 
위해, 대면적 셀 연료전지의 열/물 관리를 예측할 
수 있는 수치해석 모델을 개발하였으며 다음과 같
은 결론을 얻었다.  
  (1) 대면적 셀 연료전지의 작동온도는 온도분포

의 영향, 막 전해질의 내구성, 그리고 비정상상태

에서 연료전지의 온도 응답 동 특성 등을 고려하

여 구하여야 한다.  
  (2) 냉각 계통의 운전은 최적 조건에 가까울 경
우, 시스템 유효 동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지

만, 냉각 시스템의 운전조건을 잘못 설정할 경우, 
시스템 유효 전력의 대부분을 차지할 수도 있다.   
  (3) 최적 냉각수 온도는 전류밀도에 따라 변하

며, 냉각계통의 소요동력을 최소화 시키면서, 동시

에 유효전력을 최대화 시키는 운전조건을 설정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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