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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water droplet motion in an air flow microchannel with pores through which water emerges is 
studied numerically by solving the equations governing the conservation of mass and momentum. The 
gas-liquid interface is tracked by a level set method which is based on a sharp-interface representation 
for accurately imposing the matching conditions at the interface and is modified to implement the 
contact angle conditions on the wall and pores. The numerical results show that the droplet growth 
and detachment pattern depend significantly on the contact angle and inlet air velocity. Also, the 
dynamic interaction between the droplets growing on multiple pores is investigated. The pore 
arrangement subject to droplet merging is found to be not effective for water remo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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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고분자전해질형 연료전지(PEMFC)는 수소와 산

소의 전기화학적 반응을 통해서 전기를 생산한

다.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써 액체 

상태의 물이 발생한다. 이 물은 주로 공기극

(Cathode)에서 생성되며, 공기 채널을 통해 공급

되는 산소가 기체확산층(Gas Diffusion Layer)을 

지나 막전극 어셈블리(Membrane Electrode 
Assembly)에서 수소와 반응하여 만들어진다. 산소 

공급을 위한 채널은 생성된 물의 이동 통로로도 

사용된다. 이때 생성된 물이 적절히 제거되지 않

으면, 이 물이 산소의 공급로인 GDL의 기공뿐 

아니라 더 나아가 공기 채널까지 막을 수 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실험적으로 관찰되고 있다.(1) 
또한 최근 Kandlikar(2)는 고분자전해질형 연료전

지의 적절한 성능 유지에 있어 물 관리(Water 
Management)의 중요성을 자세히 설명했다. 본 연

구는 GDL의 표면을 포함한 고분자전해질형 연료

전지의 공기 채널에서의 물의 이동에 초점을 두

었다.
최근 공기 채널 내에서의 액적 거동을 명확히 

하기 위한 수치적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Cai(3) 
등은 차분화된 검사체적내의 액상의 체적비로 정

의된 함수를 사용하는 Volume of Fluid(VOF)방법

을 사용하여 고분자전해질 연료전지의 공기 채널

에서의 액적 이동을 수치적으로 계산하였다. 이
들은 채널의 구조, 공기 속도, 액적 크기, 접촉각

에 따른 액적 거동을 조사하였으나, 그 결과는 

GDL의 기공을 통해 성장하며 공기 흐름에 의해 

주기적으로 기공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실제 고

분자전해질 연료전지 공기 채널에서의 액적 거동

과는 거리가 있다.
Mukherjee 와 Kandlikar(4)는 1mm×1mm 사각 공

기 채널 내에서의 액적 성장을 level set (LS) 방
법을 이용하여 수치적으로 해석하였다. LS 방법

에서는  상경계면으로부터 거리로 정의된 함수가 

상경계면을 추적하는데 사용된다. 연속적인 LS 
함수를 이용함으로써 상경계면에서의 곡률 및 표

면장력을 비연속적인 VOF 방법보다 더 정확히 

계산할 수 있다. Mukherjee 와 Kandlikar는 공기의 

속도, GDL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의 속도, 접촉각

에 따른 액적의 성장 및 기공으로부터 분리되는 

액적의 크기를 계산하였다. 하지만 이들의 결과

Fig. 1 Computational domain

는 Kandlikar(2)의 실험 데이터보다 상당히 작은 

크기의 액적 분리를 보여준다. Zhu(5) 등은 공기 

채널에서의 GDL의 기공을 통한 액적 성장에 대

한 좀 더 종합적이고 명확한 계산을 수행하였다. 
VOF 방법을 사용하여 0.25mm×0.25mm 사각 채널

에서의 접촉각, 공기의 속도, GDL로부터 흘러나

오는 물의 속도에 따른 액적 제거 효과를 정량화

했다.
본 연구에서는 마이크로채널 내에서 기공을 통

해 성장하는 액적의 거동을 명확히 분석하고, 다
수의 기공에서 성장하는 액적 간의 상호작용을 

알아보기 위한 수치모사가 이루어졌다. 또한 액

적 거동 및 액적 제거에 기공 간의 거리 및 상대

적 위치가 미치는 효과를 조사하였다.   

2. 수치해석방법

본  연 구 에 서  사 용 된  수 치 해 석  방 법 은

sharp-interface 구현을 위한 LS 방법을 기반으로 

하였다. Fig. 1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계산 영역

이다. 기체-액체의 상경계면은 기상에서 음의 값, 
액상에서 양의 값을 가지는 거리함수로 정의된 

LS 함수, 에 의해 계산된다. 기상, 액상 영역 모

두에 적용될 수 있는 운동량 및 질량 보존식과 

LS 함수를 지배하는 방정식은 아래와 같이 표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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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roplet growth and sliding pattern for  
 ϕb=110◦, ua=3 and uw=0.25: (a) side 
view  and (b) top view.

여기서  , 상경계면의 곡률()은 다음과 같이 계

산된다.

             ∇⋅∇∇

              i f   

  i f  ≤ 

위의 식에서 는 액상의 체적을 나타내는 불연

속적인 계단 함수이며, 는 거리 함수로 정의된 

연속적인 LS함수에 의해 계산된다. 
와 를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 LS함수를 거

리함수가 되도록 수정해주는 다음의 방정식을 추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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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roplet growth and sliding pattern for 
ϕb=110◦, ua=5 and uw=0.25: (a) side 
view and (b) top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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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격자간격이며 는 식 (3)의 해이다. 

상경계면 주위에서 0이 될 때가지 계산하는 반복

단계를 의미하는 식 (5)는 식 (4)를 계산하는 과

정에서 상경계면(  )을 변형시키지 않도록 한

다. 이 식을 사용함으로써 LS 방법에서 체적보존 

문제가 현저히 개선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경계조건은 다음과 같

다.(Fig.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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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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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ffect of inlet air velocity on the droplet 
detachment diameter. 

바닥면의 기공에서는 항상 액상으로 채워져 있다

고 가정하여, ≥ 의 조건을 추가적으로 적용하

였다.

 3. 계산결과 및 검토

바닥면에 기공을 포함한 채널 내에서의 액적 

거동에 대한 계산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중

력의 효과는 무시되었다. 계산에 사용되는 지배

방정식은 기준길이 1mm, 기준시간 1ms, 기준속

도 1m/s를 이용하여 무차원화 하였다. 계산영역

은 Fig. 1과 같으며, 1×0.5의 단면과 3의 길이를 

갖는다. 채널의 단면은 Zhang(1) 등의 고분자전해

질형 연료전지 실험과 같은 크기이다. 기공의 지

름 =0.1이며, 1/96의 격자간격을 사용하였다. 

기공의 위치는 x=0.5, z=0.5이고, 베이스 케이스로

서 바닥면의 접촉각은 ϕb=110°, 나머지벽들의 접

촉각은 ϕs=ϕt=40°로 고정시켰으며, 공기의 입구 

속도는 ua=3, 기공을 통과하는 물을 속도는

uw=0.25를 선택하였다.
Fig. 2는 단일 기공을 가진 GDL에서의 ua=3, 

uw=0.25에 대한 액적 성장 양상을 보여준다. 초기

에 기공 크기의 지름을 가진 반구의 액적이 바닥

면에 놓여진다. 공기의 유속에 의해 GDL로부터 

떨어지는 t=6.3까지 액적은 기공을 통해 0.25의 

속도로 물을 공급받는다. 기공으로부터 떨어진 

액적은 =0.02의 부피를 갖는다. 이 액적은 새

로운 액적이 성장하는 동안 공기 채널을 따라 이

동한다. 계산은 기공으로부터 떨어진 액적이 계

산영역의 출구(x=L)에 도달했을 때까지만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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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Droplet growth and merging pattern with 
three inline pores for ua=4: (a)=0.3 

and (b)=0.15 

했으며, 이때 계산영역을 차치하는 전체 액적의

양은 =0.0174이다.

  Fig. 3은 ua=5로 증가하였을 때의 액적의 성장 

및 이동을 보여준다. Fig. 2의 ua=3 일 때와 비교

하면, 공기의 속도 증가로 인한 항력 증가로 떨

어진 액적이 더 작아졌음을 알 수 있다. 입구의 

공기 속도에 따른 떨어진 액적의 지름이 Fig. 4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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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Droplet dynamics in a microchannel with 
uniformly arranged pores for ua=3, 
=0.15 in x-axis and 0.265 in z-ax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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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Droplet dynamics in a microchannel with 
centered pores for ua=3 and =0.15

표시되었다. 여기서 지름은 액적 이 구형이라 가

정했을 때의 수치이다. Zhang(1) 등의 실험 결과와 

본 연구에서의 수치적 예측을 비교했을 때, 수치

적 예측과 실험결과는 비슷한 양상을 보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실험의 다양한 GDL 기공 크기 및 

GDL로부터의 물의 속도를 고려했을 때, 수치 해

석 결과는 실험결과의 범주 내에 있다고 사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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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Droplet dynamics in a microchannel with 
cornered pores for ua=3 and =0.15

다.
액적 간의 상호작용을 알아보기 위해 세 개의

기공을 갖는 채널에 대한 계산을 수행하였다. 이 

계산에서 ua=4, uw=0.25이다. Fig. 5는 세 개의 나

란한 기공에 대해 기공 간격에 따른 액적 성장 

및 병합 양상을 나타낸다. =0.3일 경우에는 세 

개의 액적이 독립적으로 성장하다가, 각각 기공

으로부터 분리되어 이동한다. 하지만 간격이 0.15
가 되면 액적의 성장 초기에 액적끼리 병합하고 

표면장력에 의한 복원력 때문에 마치 하나의 기

공에서 물이 나오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더 큰 

액적으로 성장한다. 이때, =0.265, =0.05이며 

병합이 없는 경우(=0.281, =0.034)보다 각각 

5.7% 감소, 48%의 증가를 보인다. 접촉 면적이 

감소하여 GDL을 통한 산소의 공급은 다소 향상

되겠지만 그 정도가 액체의 부피 증가에 비해 상

당히 작기 때문에, 기공의 간격이 좁을수록 액적

의 병합이 유발되어 일정 영역 내의 물이 차지하

는 비율이 증가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채널 내 

물 제거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작동 중인 고분자전해질형 연료전지의 GDL 표
면에서의 액적 생성 위치는 다양하다. 이를 묘사

하기 위해 일정하게 배열된 기공 및 채널의 중앙

에 집중된 경우, 옆벽 모서리에 집중된 경우에 

대한 계산을 수행하였다. 계산 조건은 ua=3, 



 Uniform Centered Cornered

 0.83(27.7%) 1.16(38.7%) 0.434(14.5%)

 0.237(15.8%) 0.326(21.7%) 0.374(24.9%)

Table. 1 Effect of pore configuration on droplet 
dynamics for ua=3 and uw=0.25.

uw=0.25, 기공의 개수는 24로 모두 동일하다.
  Fig. 6은 그림처럼 고르게 분포된 기공에 대한 

계산으로 x축 방향으로 나란하며, =0.15이고, z

축 방향으로 =0.265이다(z=0.1, 0.365, 0.63, 0.9).  

액적 거동은 그림처럼 위치에 따라 상이하다. 중 

앙의 기공에서 생성되는 액적들은 서로 병합하여 

하나의 큰 액적을 만든다. 하지만 옆벽에 가까운 

기공에서의 액적들은 벽과 접촉한 후 접촉각을 

만족하기 위해 옆벽을 타고 퍼진 후 공기의 흐름

을 따라 이동한다. 
  Fig. 7은 채널 중앙에 집중된 기공에 대한 결과

를 보여준다. 여러 기공에서 생성된 액적들은 하

나의 큰 액적을 생성하는데, 이 액적은 여러 기

공에서의 지속적인 물의 공급으로 표면장력이 공

기의 흐름으로 인한 항력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분리되지 않고 긴 원통 모양의 액막을 형성하여 

접촉각을 유지하며 이동한다. 
  Fig. 8은 옆벽 모서리에 집중된 기공에 대한 수

치모사 결과이다. =0.15로 동일하며, z축으로 

각각 0.1, 0.23, 0.77, 0.9의 좌표를 갖는다. 생성된 

액적은 옆벽을 타고 올라간 후 윗벽까지 퍼진다. 
이는 옆벽으로 공급되는 물의 양이 Fig. 6의 결과 

보다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 액막은 물의 공급이 

지속되어 옆벽 및 위벽에 걸쳐 넓은 막을 유지하

며 천천히 이동한다.
  Table. 1은 기공의 배열 위치에 따른 액적과 바

닥면의 접촉 면적 및 액체의 부피를 나타낸다. 
기공이 일정 영역에 균일하게 분포하는 경우는 

액적이 계산 영역의 바닥면을 27.7% 덮고 있고, 
15.8%의 부피를 차지하고 있다. 기공이 채널의 

중앙에 집중되면 ,   모두 증가한다. 이는 

MEA로의 산소 공급 통로인 GDL을 더 많이 막

고 있어 연료전지의 성능 뿐 아니라, 채널에서의 

물 제거 효과 또한 저하됨을 뜻한다. 기공이 모

서리에 집중될 경우는 는 감소하여 MEA로의 

산소 공급은 유리해지지만, 채널 내의 물 배출 

면에서는 기공이 균일하게 배열되었을 때 보다 

효과적이지 않다.

4. 결 론

벽과 기공에서 접촉각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변

형된 level set 방법을 이용하여 공기 채널 내에서

의 액적 거동에 대한 수치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수치적으로 예측된 액적의 크기는 실험값의 범위

에 들며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기공간의 

간격은 액적의 병합을 결정하는 요인이었고, 병
합을 유도하는 기공의 배열은 물 제거에 효과적

이지 않았다. 기공의 배열 위치에 따라 물 제거 

효과는 상이했다. 바닥면에 균일하게 분포된 기

공의 배열은 물 제거에 효과적이며, 모서리에 집

중된 기공은 MEA로의 산소 공급에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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