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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1.

최근 노트북 휴대폰의 고성능화와 컬러화 카메라 모듈 탑재, ,
등으로 전력소모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전지 용량이 제품 성능

을 좌우하는 최대 관건으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첨단 멀티미디어.
모바일 서비스가 본격화되기 때문에 기존 차 전지를 능가하는2
새로운 전원공급 장치에 대한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요구에 힘입어 최근 연료전지는 차세대 동력 전원으로

차 전지를 대체할 가장 유력한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2 .
연료전지는 기존의 다른 발전장치들에 비해 효율이 높고 소음,
및 유해 배기가스 등에 대한 문제점이 적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수소와 산소를 연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쉽게 연료를 얻을

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연료전지가 소형 휴대 전원으로.
서 기존의 배터리 기술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가볍고 크기가,
매우 작아야하며 효율적 연료 공급 및 스택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의한 전력 손실이 최소화되어야 한다[1-5].
본 논문에서는 다중물리 해석을 통한 모바일용 연료전지의

성능 최적화를 위하여 반응가스의 화학량론 작동온도 및 압력에,
따른 최적 조건을 도출하였다 또한 기체의 확산 및 생성된 물의.
배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기체확산층 의 기공도 두께(GDL) ,
및 투과율 등의 변화가 연료전지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

였다.

연료전지모델링2.
은고분자전해질연료전지의내부개략도및반응식을Fig. 1

보여주고 있다 연료극에 공급된 수소는 기체확산층을 거쳐 전.
극의 표면에 균일하게 공급되어진다 전극 표면에서 수소가 전.
해되어 수소이온과 전자로 분리되어진다 분리된 수소이온과.
전자는 각각전해질과외부회로를통해 공기극으로이동되어

지며 공기극에공급된산소와반응하여물을생성한다, .
는이러한단위전지의다중물리해석을위한 차원모Fig. 2 3

델링 형상을 보여주고 있다 고분자전해질을 중심으로 양쪽에.
전기화학반응 위한 전극이 위치하고 반응물의 공급과 생성물,
의배출및전극을지지해주는기체확산층이위치한다 또한반.
응가스공급을위한 형상의분리판 이위Serpentine (bipolar plate)
치하게된다 표 은이러한모델링형상의수치를보여주고있. 1
다.
연료전지모델링에있어고려해야할현상으로가스채널및

내에서의 유동현상과 전극에서 발생하는 전기화학 반응GDL
으로구분할수있다 각각의현상들은변수들의상호연관및복.
합적인영향에따라전지의작동특성을결정짓는다 따라서. 복

합적인 현상들을 적용하기 위하여 질량 운동량 에너지에 관, ,
한 보존법칙을 미분방정식 형태로 표현하게 된다 특히. 연료

전지의경우가스유동현상 열전달현상 화학반응물과생성물, ,
의 변화현상 전기화학반응에서발생하는전하의mass fraction ,
이동과관련된방정식들이복합적으로적용된다중물리해석을

수행하였다.

Fig. 1 Schematic diagram of PEM fuel cell.

Fig. 2 Three-dimensional modeling of FEM fuel cell

Table 1 Geometrical parameters of three-dimensional modeling
Geometry Value (mm)

Channel width 1
Channel height 0.5

Rib width 0.6
GDL thickness 0.25

Catalyst thickness 0.01
Membrane thickness 0.12

결과및고찰3.
본논문에적용된연료전지모델의타당성을평가하기위하

여 의실험데이터를기준으로해석모델과의비교평가Ticianelli
를수행하였다 은연료전지해석모델과실험데이터의비. Fig. 3
교결과를보여주고있다 전체적으로실험값을잘반영하고있.
음을확인할수있다.

는반응가스의화학량론에따른연료전지특성을보여Fig. 4

모바일용연료전지의성능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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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 있다 화학량론이 증가할수록 연료전지의 성능이 증가하.
는것을확인할수있다 그러나화학량론의경우수소에의한영.
향보다는공기에의한성능향상이훨씬두드러지게나타난다.

는기체확산층의두께에따른연료전지의성능곡선을Fig. 5
보여주고 있다 두께가 증가할수록 공급되어지는 반응가스의.
경로가 증가하면서 물질전달 저항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농.
도분극 영역에서의 성능저하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하지만.
활성화분극과 저항분극에 의한 성능저하는 찾아보기 힘들다.

은기체확산층과 전극이만나는계면부분의산소농도양Fig. 6
상을보여주고있다 두께의경우초기입구측의산소농. 250㎛
도인 를 출구 측까지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유지되어진다20% .
그러나 두께의경우산소의유동이많은유로를중심으로500㎛
농도가 높게 형상되며 출구 측에서는 내외의 산소 농도를14%
유지하고있다.

결론4.

모바일용 연료전지의성능 최적화를 위하여연료전지 운전

조건에대한다중물리해석을수행하였다 또한기체확산및물.
질전달에중요한영향을미치는기체확산층의투과성 두께 다, ,
공도변화에따른연료전지성능파악및최적화연구를수행하

였다.

Fig. 3 Comparison of models simulations to experimental data

Fig. 4 Effect of stoichiometric flow rate on cell performance

Fig. 5 Effect of GDL thickness on cell performance

(a) 250 (b) 400 (c) 500㎛ ㎛ ㎛

Fig. 6 Effect of GDL thickness on the oxygen concentration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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