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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역 과 컴퓨터 시뮬레이션의 융 을 통  연료전지의 

분석

현
상지  신에 지 원공 과

Convergence of Fluid Dynamics and Computer Simulation for the

Internal Investigation of Fuel Cell

Se Hyun Kim

Dept. of New Energy & Resource Engineering, Sangji University

  약 3차원 링  용 여 연료전지  로형상과 체  흐  에 따  연료전지  능에   

 수 다. 본 연 에  연료전지 내  각 로형상과 동  변화에 전 도  도  포가 어떻게 

루어져 는지  고, 연료전지 단  전체적  능  다. 3차원 링  수  여 

Navier-Stokes 정식  전산 체역  용 여 었다. 전산 체역 에 전 화   여 계산  

수 다. , 본 연 에 는 직 로  실제 사용 는 형태  직사각형 양  로형태  사 여 로 조

  다. 그리고 체  동  변형시  그 과 결과  비  보았다. 본 전산 사 연  

통 여 연료가  보다는 산 가  에  전 도가 보다  것  확  수 었다.  전

적 로 전 도가  곳에  도가  것 로 확  수 었다. 본 연  통 여 도  포  로형상과 

동  그리고 전 도  연  확  수 었다.

주제어 : 연료전지, 체역 , 전산 체역 , , 로형상

Abstract  A numerical model is developed to predict distributions of current density and temperature. Also the 

complete fuel cell performances were compared. In this study the effect of flow field design and flow direction 

on current density and temperature distribution as well as full cell performance. The complete three-dimensional 

Navier-Stokes equations were solved with convergence of electro-chemical reactions terms. In this paper, the 

two different flow field design were simulated, straight channel and rectangular serpentine flow channel, which 

is commonly used. The effect of flow direction, co-flow and counter-flow, was also analyzed. The current 

density and temperature is higher with abundant oxygen not fuel. Also, temperature distribution was able to be 

drawn by using computer simulation. In this paper, the relationship among flow pattern, flow field design and 

current denstity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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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연료 지는 수소와 산소의 산화반응을 기화학 으

로 유도하여 기를 생산해내는 장치이다. 연료 지의

원리는 이미 1839년에 국의 William Grove 경에 의하

여 물이 기 분해되는 상의 역반응이 가능함을 알게

되면서 최 로 알려졌다. 그 이후 연료 지는 여러 사람

들의 연구에 의해 새로운 에 지원으로서의가능성을 보

여주었다. 하지만 기존의 에 지원이었던 내연기 의 지

속 인 발 으로 인해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다. 그러던

, 1960년 미국의 NASA는 우주개발 로그램을 추

진하면서 우주선 내의 동력원으로 연료 지를 선택하게

되는데 작은 크기로 설계상의 잇 을 가지고 있었으며

기효율도 높고, 여타의 부속장치가 은 장 으로 인

하여 연료 지가 우주선의 보조 원으로 사용되었다. 이

러한 NASA의 계획에 의해 연료 지에 련된 연구가

이때부터 본격 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연료 지는

자체의 고효율성과 무공해의 차세 에 지원으로 주목

받고 있으며 에 지 명을 발할 실용 인 연료 지

개발과 응용이 선진업체를 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연료 지 개발을 한 선진업체들의 발걸음이갈수록 빨

라지고 있다. 최근의 기술 진보와 이에 따른 가격 하락

추세를 고려할 때 연료 지 시장의 본격 인 형성도 그

리 멀지 않을 것으로 상된다. 재 연료 지는 용량

부터 고용량까지의 발 설비 분야와 그에 따른 Zero

Emission 자동차개발 그리고 캠코더나 노트북, 핸드폰

등에 이용되는 휴 용 소형 지 분야 등에 용하여 상

용화를 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 이다.

연료 지에는 그 응용분야와 용량에 따라 달라지는데

직 메탄올연료 지(Direct Methanol Fuel Cell: DMFC),

고체산화물연료 지 (Solid Oxide Fuel Cell: SOFC), 용

융탄산염연료 지(Molt Carbonate Fuel Cell; MCFC) 등

의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으나, 그 90℃ 이하의 낮은

작동온도와 빠른 기동시간 그리고 재까지의가장 높은

기술 완성도 등의 장 으로 인하여 고체고분자형연료

지(Proton Exchange Membrane Fuel Cell, PEMFC)가

수송 분야 가정용 발 분야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연료 지를 자동차의 동력원으로 사용하고자 한 시도

는 80년 말부터 시작되었으며 선진 자동차업체 들은

2003년 미국 California주의 Zero Emission 규제의 실용

화를 배경으로 가장 실성 있는 처 방안을 연료 지

자동차에서 찾고 있다. 연료 지는 연소를 기반으로 하

는 내연기 과는 달리 무연소 에 지 발생장치 이므로

연소 시 발생하는 유해한 배기가스가 없이 순수한 물만

을 부산물로 배출 한다. 따라서 연료 지는 환경 친화

인 동력 발생장치이며 효율도 내연기 에 비해 월등히

높다. 미국, 캐나다, 독일, 일본 등에서는 이러한 무공해

연료 지 자동차개발의 실용화를 해 엄청난 국가 인

지원 하에 수 높은 연구를 진행 하고 있다.

연료 지를 탑재한 버스는 이미 미국, 캐나다의

도심지에서 운행 이다. Daimler-Chrysler, Ford,

General Motors, Toyota 등 여러 형 자동차 제조업체

들은 소형 연료 지 자동차를 개발하 고 2003년 내에

생산할 계획을 발표하 다. 소형 연료 지 자동차가 상

용화되기 해서는 가격, 수소 장 공 시스템 등 보

강 되어야 할 문제가 있으나 2015년경의 상업화를 목표

로 활발한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 목표의 달성

이 가시권 안에 있다고 단된다.

Lee 등은 연료 지의 운 에 있어서 기체확산층의 압

착정도와 기체확산층의 종류의 연료 지의 성능에의

향에 하여 연구하 다[1]. 한 연료 지의 비정상상태

의 운 에 한 연구도 진행된 바 있다[2,3,4,5,6,7,8,9,10].

하지만 상기 열거된 결과는 실험 인 결과로서 연료 지

단 셀 내부에 어떤 상이 이루어지는지에 하여는 보

고되지 않았다. 여기에 Reshetenko 등은 segment 연료

지 단 셀을 이용하여 각 부 의 성능과 기화학 특

성을 연구하 다[11]. 여기에는 실험 인 결과로서 유로

의 형상변화 등에 있어서 제작비용과 실험에 많은 노력

이 필요하다. 여기에 실험 인 노력을 이기 하여 연

료 지의 모델링을 도입하게 된다.

연료 지의 모델링은 과거에도 시도되었다. Nguyen

과 White는 Runge-Kutta방식을 이용하여 연료 지의

모델을 실시하 다[12]. 그리고 Fuller 와 Newman 은

해질막을 통하는 수분의 확산에 한 계산식을 정립하

다[13]. 하지만 상기의 연구는 1차원 모델링에 국한되어

있다. Shimpalee 등은 Fluent를 이용하여 3차원 모델링

을 실시하 다[14,15]. 여기서는 직선유로를 모사하 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사용되는 serpentine 유로를 이용하

여 유체의 흐름을 변형시키고, 유체역학과 기화학을

융합한 3차원 모델링을 이용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시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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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션을 통한 분석을 실시하도록 한다.

연료 지의 설계와 운 에있어서 국부 인 연료농도,

온도, 류 도 그리고 압력 등의 분포는 매우 요한 인

자라고 할 수 있다. 를 들어, 국부 인 온도의 상승이

있게 된다면 해질막의 건조가 이루어지고이는 해질

막의 손상을 래하여 연료 지의 고장을 일으킬 수 있

는 험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실험 으로 국부 인 각

종 분포를 알아보기는 매우 어렵고 한 고가의 장비와

번거롭고 복잡한 실험을 수반하여 비용과노력의 낭비가

있을 것으로 단된다. 그러므로 큰 비용과 노력이 들지

않는 산모사를 이용한 측을 통하여 실험의 횟수를

일 수 있는모델을 제시하려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료

지의 모델링을 하여 기존의 Navier-Stock 방정식을

풀이에 기화학 서 루틴을 융합하여 산모사를 진

행하도록 한다.

2. Model development

본 연구의 수행에 있어서 질량보존의 법칙, 에 지보

존의 법칙 등으로 지배방정식을 설명하는데, 그 방정식

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를

한 모델링의 가정은 정상상태, 기체만의 단일상계, 단열

그리고 3차원 물질 달 모델이다. [Fig. 1] 에서는연료

지의구조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그림의 쪽의 anode

flow channel에는 연료인 수소가 흐르고 있고, 아래쪽의

cathode flow channel 에는 공기가 흐르고 있다. 그리고

양쪽 flow channel에서 흐르고 있는 기체는 각각 anode

diffusion layer 와 cathode diffusion layer를 통하여 가운

데의 MEA에 도달여 이 곳에서 기화학 반응을 일으켜

기를 생산하게 된다. 본 연구에 사용되는 방정식은

Navier-Stoke 방정식으로써 참고문헌 [14,15]에 정리되

어 있다.

컴퓨터를 이용한 연료 지 련 연구는 six-sigma를

이용한 실험계획법을 이용하여 연료 지용 수소생산장

치인 reformer의 운 에 있어서 요부품의 온도 등의

운 인자가원치않는 부산물인CO의생성에 있어서

요한 인자가 어떤 것인지에 한 분류가 진행되었다[16].

한 연료 지의 성능에 컴퓨터 시물 이션을이용한 연

구는 참고문헌 [17]에 선행되어 있다. 과거에는 3차원 시

뮬 이션을 이용하여 i-V곡선만을 모사하 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연료 지의 성능 내구성에 큰 향을

미치는 국부 인 온도변화에 하여 그 결과를 도출하여

보았다.

[Fig. 1] The details of fuel cell structure and  

grid arrangement used in this paper[15]

앞서 설명한 지배방정식을 3차원으로 설정하고 유체

의 유동, 유량 온도 등의 경계조건을 설정하여 방정식을

풀었다. 첫 번째 설정으로서 모든 유로는 직선이라고 가

정하고 계산을 수행했다. 직선 유로는 실 으로 힘든

형상이며 본 연구에 있어서는 가장 단순한 형태로서 모

델링의 합성 별을 하여 실시하 다. 그리고 실제

로 사용하고 있는 모양인 직사각형 모델을 유동장에 변

형을 가한 직사각형 립구조유로의 세 가지의 경우를

비교해 보았다. 직사각형 유로는 거울을 보듯이 포개어

져 있는 형태이지만 직사각형 립유로는 오른쪽 왼쪽이

서로 뒤 바뀐 형태로 반 로 포개진 형태를 하고 있다.

그리고 유체의 흐름은 anode와 cathode 의 두 개의 흐름

을 같은 방향으로 흐르는 co-flow 와 반 방향으로 흐르

는 counter-flow 의 두 가지를 놓고비교해 보았다. [Fig.

2] 에 유로형상과 유체의 흐름에 한 설명이 되어있다.

최 화된 유로의 설계를 찾기 한 과정으로서 본 연구

를 진행하 다. 각각의 모든 경우에서 동일한 운 조건

하에서의 모델링을 수행하 다. 그 운 조건으로서 다음

과 같이 설정하 다; 셀의 온도는 70℃, anode와 cathode

의 상 습도는 모두 100%, 수소와 공기의 양론 비는 각

각 1.2, 2.0으로 설정하 다. 여기서 양론비란 수소의 경

우 20%과잉으로 공 하고 공기의 경우 100%과잉으로

공 함을 의미한다. 단 지 내부에서의 기

항은 없다고 가정하고 계산을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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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traight channel(top), rectangular channel

(middle) and rectangular flip channel 

(bottom) and co-flow(left) and counter- 

flow(right).

3.   고찰

반 인 모델링의 결과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세 가지의 다른 유로형상과 유체의 흐름 방향에 따른 결

과로서 가장 우수한 성능을 나타낸 것은 직선유로

counter-flow 로서 단 지 압 0.588V에서 류 도

0.61477A/cm2을 나타내었다. 한 가장 낮은 성능을 내

는 것은 직사각형 counter-flow 로서 0.588V에서

0.57833A/cm2을 나타냈다.

co-flow counter-flow

Straight 0.61109 0.61477

Rectangular 0.58030 0.57833

Rectangular Flip 0.58995 0.58725

<Table 1> Current density comparison for various

flow field design and flow direction

3.1 직 로

[Fig. 3]은 직선유로에서의 co-flow 와 counter-flow

의 류 도를 비교하고 있다. 두 가지의 흐름을 비교한

결과표 1에서 보듯이평균 류 도는큰 차이를보이지

않지만, 류 도의 분포는 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

다. co-flow에서의 부 별 류 도의 최 치가

0.7874A/cm
2

이고 최 치가 0.4828A/cm
2

이고

count-flow에서 최 치가 0.7150A/cm
2
이고, 최 치가

0.4800A/cm
2
로서 counter-flow 의 경우가 최 치와 최

소치의 차이가 다. counter-flow의 경우가 보다 고른

류 도를 나타내고 있다. 온도분포의 경우 co-flow에

서 온도의 최 수치는 350.0k 최 수치는 345.1k이다.

counter-flow에서 온도의 최 수치는 348.9k 최 수치

는 345.2k이다. 수치의 차이는 비슷하나 온도 분포는

이하다. 에 그림에서 보이듯이 co-flow는 시작지 에

서 hot spot이 형성되어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반해 counter-flow경우에는 온도가 고르게 분포하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 3] Current density distribution(top) and 

temperature distribution(bottom) for 

straight channel, co-flow(left) and 

counter-flow(right).

3.2 직사각형 로

[Fig. 4]는 직사각형유로의 산모사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역시 <Table 1>에서보듯이 평균 류 도의 차

이는 크지않다고 할수 있다. co-flow경우 최 류 도

와 최 류 도는 각각 0.8012A/cm2, 0.4877A/cm2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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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counter-flow경우 류 도 최 류 도와 최

류 도는 각각 0.7087A/cm
2
0.4335A/cm

2
이다. 수치 으

로 차이는 으나 이 그림에서 나타난 로 류 도 분

포는 큰 차이를 보여 다. 즉, counter-flow의 경우가 보

다 고른 류 도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온도분포의

경우에는 co-flow에서 최고온도와 최 온도가 각각

356.1K 344.8K이다. counter-flow에서는 최고온도와 최

온도가 각각 356.0K, 344.8K 이다. 직선 유로와는 달리

직사각형유로에서의 온도분포는 큰 차이가 없다.

[Fig. 4] Current density distribution(top) and 

temperature distribution(bottom) for 

rectangular channel, co-flow(left) and 

counter-flow(right).

3.3 직사각형 립 로

[Fig. 5]는 직사각형 립유로에서의 류 도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co-flow에서의 최 류 도와 최소 류

도는 각각 0.7297A/cm
2

과 0.4513A/cm
2
이고

counter-flow의 경우는 최 류 도와 최소 류 도의

값이 각각 0.7283A/cm
2
, 0.4487A/cm

2
이다. <Table 1>에

나타났듯이 류 도의 평균치의 차이는 크지 않다. 하

지만 이 그림에서 류 도의 분포가 co-flow일 때보다

counter-flow의 도 분포도가 약 한 개의 채 이 더 있

어 보이는 정도로 차이가 크다. 이것은 평균 류 도의

수치는 co-flow가 더 좋으나 counter-flip의 경우가 류

도의 분포는 더 고르다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한

온도분포를 보면 co-flow에서의 온도의 최 치는

353.1K 최 치는 344.9K 이고 counter-flow일 때 최 치

353.7K 이고 최 치 344.8K 이다. 여기서는 에 것들과

다르게 counter-flow의 경우에 온도가 상 으로 높은

것이 특징이다. 이것은 에 설명한 류 도에서 약 한

개의 구간이 더많았던것이 반응을 일으킬 때내어진열

에 의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더 많은 열이 counter-flow

쪽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Fig. 5] Current density distribution(top) and 

temperature distribution(bottom) for 

rectangular flip channel, co-flow(left) 

and counter-flow(right).

4. 결론

3차원 산모사를 통하여 연료 지의 구조 인 부분

을 모사해봤다. 그 결과 여러 가지 유로의 형상에 한

향성을 분석을 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반응기체의

흐름 방향의 향성에 해서도분석을 할 수 있었다. 많

은 가정을 두고단순화시켜서한 모델링 이지만 이런과

정을 통하여 실험을 일 수 있는 정 한 모델링에 석

을 다졌다고 볼 수 있다. 지 까지 계산해 본 결과로 미

루어 연료 지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물리 상을

고찰할 수 있었다. 그 로서 류 도와 온도 분포에

한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하 다. 본 연구에서는 비록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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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경우에 수를 다루어 보지는 못했으나 실험이 아닌

산모사만으로 보다 정 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도

출 했다고 자부할수 있다. 향후에는앞에서 주었던 가정

들을 좀 더 이고 더 많은 변수를 고려할 수 있는 보다

정 한 모델링을 수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실험치와 직

으로 비교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맞추어 실험과 모

델링을 병행 할 수 있는 과제로 이끌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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