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료전지 이젝터 시스템에 관한 수치해석적 연구

이준희†․이해동*․남궁혁준**․김희동***

A Computational Study of the Fuel-Cell Ejector System

Jun-Hee Lee, Hae-Dong Lee, Hyuck-Joon Namkoung and Heuy-Dong Kim

Key Words: Recirculation Ejector(재순환 이젝터), Fuel-Cell(연료전지), Hydrogen Recirculation 
Ratio(수소 재순환률), Compressible Flow(압축성 유동), Ejector Throat Area Ratio(이
젝터 목면적비), Diffuser Diverging Angle(디퓨저 확대각) 

Abstract

The present study addresses a method to operate a fuel-cell system effectively using a recirculation 
ejector which recycles wasted hydrogen gas. Configuration of a recirculation ejector is changed to 
investigate the flow behavior through it under varying operating conditions, and how such conditions 
affect the fuel-cell hydrogen cycle. The numerical simulations are based on a fully implicit finite 
volume scheme of the axisymmetric, compressible, Reynolds-Averaged, Navier-Stokes equations for 
hydrogen gas, and are compared with available experimental data for validation. The results show that 
a hydrogen recirculation ratio is effectively controlled by a configurational alteration within the 
operational region in which the recirculation passage doesn't plugged by a sonic line.

 † 회원, (주)대주기계 유체기계기술연구소

     E-mail : rd@djair.co.kr
     TEL : (054)601-7091  FAX : (054)601-7099
 *  회원, (주)대주기계 유체기계기술연구소

** 회원, (주)로템 기술연구소

*** 회원, 안동대학교 기계공학부

1. 서 론

이젝터 시스템은 고압의 유체를 이용하여 저압

부의 유체를 보다 높은 압력까지 압축하여 수송

하는 장치로, 고에너지를 가지는 1차 유동이 상

대적으로 저에너지 상태인 2차 유동과의 운동량 

교환을 통하여 구동된다.
일반적으로 1차 구동노즐, 혼합부 및 디퓨저로 

구성(1)된 이젝터 시스템은 구조가 간단하고 내부

에 기동부가 없으므로 고장의 요소가 없다. 또 

비교적 소형의 장치로 대용량의 유체를 압축‧수송

할 수 있으며, 유지‧보수의 편의성이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 V/STOL 항공기의 추력증강장치(2), 
로켓의 고고도 상태 모사장치(3), 연소장치(4), 냉동
(5-12), 배기(13), 소음저감(14-17) 등 공압장치가 필요한 

여러 산업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활동부분에 법선력을 작용시켜 에

너지 변환을 수행하는 일반 유체기계와는 달리 

이젝터 시스템의 효율은 매우 낮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높은 공학적 신뢰성을 가지므로 현재에도 

이젝터의 수요와 활용 범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차세대 핵심 연구분야인 수소연료전

지 시스템(18)에서 반응에 100% 사용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수소기체를 포집하고 재순환시켜 효율

을 높이는 장치에 사용되고 있다. Fig. 1은 재순

환 이젝터를 사용한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의 개략

도를 나타낸다.
수소연료전지는 물의 전기분해시 발생하는 수

소와 산소의 반응과정을 역으로 이용하는 것으

로, 수소와 산소의 반응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추출하여 구동에너지로 활용하게 된다. 수소연료

전지의 경우, 수소의 소비량을 절감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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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diagram of hydrogen fucel cell 
system using recirculation ejector

이젝터 시스템의 사용은 필수적이지만, 수소연료

전지의 출력이 변화하는 경우에는 구동노즐과 디

퓨저 등의 형상이 고정된 이젝터가 제한된 유량

의 수소기체만을 재순환시키므로 수소연료전지의 

효율은 급격히 감소한다. 특히 수소연료전지 자

동차의 경우, 출력변동이 증가하면 이젝터가 제

한된 량의 수소기체만을 재순환시켜 작동불능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빈번히 제기되고 있지만, 이
젝터 내부에는 1차 유동과 2차 유동간의 복잡한 
혼합과정(19), 충격파 시스템(20), 충격파와 전단층 
및 경계층과의 상호간섭(21), 유동의 초크현상(22) 
등 매우 복잡한 유동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어, 이젝터 내부의 유동현상이 수소연료

전지의 작동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 연구사

례는 극히 적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특정한 작동조건의 이젝

터 유동에서 이젝터목과 디퓨저의 형상변화가 재

순환유량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해석적 방법을 이

용하여 상세하게 조사하고, 이때의 내부 유동현

상을 상세하게 규명하였으며, 특정 운전조건에서 

필요한 량의 수소유동을 재순환시킬 수 있는 재

순환 이젝터의 내부형상을 도출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의 수치계산에는 재순환 이젝터를 통하

는 수소기체 유동을 수치적으로 모사하기 위하여 

k-  standard 난류모델을 사용하는 축대칭, 압축성 

Navier-Stokes 방정식에 유한체적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수치계산에 적용된 재순환 이젝터의 

계산영역과 경계조건을 Fig. 2에 나타내었다. 구
동노즐 축소부를 통해 가속된 유동은 직경 

D(=2mm)의 노즐 출구를 지나 부족팽창 상태가 

되며, 이때 재순환유로를 통하여 2차 유동이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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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mputational domain of recirculation ejector

( ) 〫 Rth(mm) Re(mm)

2
2

1.414
1.692

4 1.969
8 2.519

3
2

1.732
2.010

4 2.287
8 2.837

4
2

2.0
2.278

4 2.555
8 3.105

Table 1 Geometric parameters of present 
recirculation ejector

Fig. 3 Computational grid system

인되어 1차 유동과 혼합된다. 길이 2.0D의 혼합

부에서 혼합이 완료된 유동은 확대반각 의 디

퓨저를 통과하여 재순환 이젝터 외부로 배출된

다. Fig. 2에서 이젝터 목면적과 구동노즐 목면적

의 비로 정의되는 재순환 이젝터의 이젝터 목면

적비는 =2~4의 범위에서 변화하며, 각각의 이젝

터 목면적비에 대하여 디퓨저의 확대반각은 =2
ﾟ~8ﾟ의 범위에서 변화한다. Table 1에는 이젝터 

목면적비 변화와 디퓨저 확대반각 변화에 대하여 

재순환 이젝터의 상세치수를 나타내었다.   
Fig. 3은 수치계산에 사용된 정렬 격자계를 나

타낸 것으로, 약 40,000개의 격자를 벽면근처 및 
1차 구동노즐 출구 부근과 이젝터 내부에서 강한 
전단력 및 충격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
분에 집중하였다. 수치계산의 경계조건으로는 구

동노즐의 입구에 mass flow inlet, 2차 유동이 유

로입구와 재순환 이젝터의 출구의 계산경계에 

pressure outlet 조건을 적용하였으며, 모든 벽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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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단열 no-slip 벽조건을 설정하였다. 수치계산의 
수렴판정을 위하여 질량, 운동량, 에너지,  및 

의 잔차들이 10-5이하로 되는 경우에 수렴해가 
얻어지는 것으로 하였으며, 더욱이 계산영역을 
출입하는 질량유동의 imbalance가 0.5% 이하로 
되는 경우에 계산이 수렴된 것으로 판정하였다.

수치계산은 고정된 전온도 T0=298.15K에 대하

여 구동노즐 입구의 질량유량이 =0.2g/s~1.7 

g/s의 범위에서 변화하도록 하고, 2차 유동의 유

로입구 전압과 재순환 이젝터 출구의 전압이 각

각 126kPa 및 132kPa로 고정되도록 하여 계산하

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 4는 이젝터 목면적비가 =4.0이고 디퓨저 

확대반각이 =4ﾟ인 재순환 이젝터의 유동 중심

축에 대한 정압 분포를 나타내었다. 그림의 횡축

은 유동방향의 거리 x를 구동노즐의 목직경 D로 

무차원화 하였고, 종축은 유동 중심축의 정압을 

구동노즐 입구의 정체압력으로 무차원화 하였다. 
그림에서 구동노즐의 출구는 x/D=0, 디퓨저의 확

대부가 시작되는 지점은 x/D=2.0에 위치한다. 구

동노즐로부터 방출되는 작동유량이 ≧5.0인 유

동은 부족팽창되어 충격파 시스템 및 디퓨저에 

의하여 압력이 상승하여 출구로 유동한다. 작동

유량이 증가할수록 구동노즐 출구 하류에 발생하

는 충격파 시스템의 크기는 증가하고,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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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tatic pressure distributions along the ax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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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Relationship between recirculation ratio of 
secondary flow and mass flow rate of primary flow

위치도 유동의 하류로 이동한다.
Fig. 5는 재순환 이젝터의 구동노즐 작동유량 

변화가 2차 유동의 재순환비에 미치는 영향을 나

타내며, 디퓨저 확대반각이 2ﾟ인 경우 이젝터 목

면적비를 =2.0~4.0의 범위에서 변화시켜 비교하

였다. 2차 유동의 재순환비는 2차 유동의 질량유

량 와 이젝터 출구로 배출되는 질량유량 

  의 비 = /   로 정의된다. 임

의의 이젝터 목면적비에 대하여 재순환비는 작동

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최고

값을 가지며, 작동유량이 계속 증가하면 다시 감

소하여 일정한 값으로 점근한다. 이러한 경향은 

고정된 작동유량에서 이젝터의 목면적비가 증가

하면 2차 유동의 재순환비는 증가하며, 2차 유동

의 재순환비의 최대값이 발생하는 작동유량은 이

젝터 목면적비가 커질수록 증가한다. 
Fig. 6은 2차 유동의 흡인유량비와 재순환 이젝

터의 구동노즐 작동유량과의 관계를 나타내며, 
이젝터 목면적비가 =4.0으로 일정한 경우에 대

하여 디퓨저의 확대반각을 =2ﾟ, 4ﾟ 및 8ﾟ로 변

화하여 디퓨저의 형상이 흡인유량비에 미치는 영

향을 비교하였다. 2차 유동의 흡인유량비는 2차 

유동의 질량유량 와 구동노즐 작동유량 의 

비 = / 로 정의된다. 구동노즐의 작동유량이 

증가하면 흡인유량비는 증가하여 최고값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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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Relationship between entrainment ratio of 
secondary flow and mass flow rate of primary flow

며, 작동유량이 계속 증가하면 다시 감소하여 일

정한 값으로 점근한다. 이때 디퓨저의 확대각이 

변화하여 디퓨저의 형상이 바뀌면 일정한 작동유

량에 대하여 흡인유량비는 차이를 나타내게 된

다. 구체적으로 작동유량이 <1.1g/s인 경우, 고

정된 작동유량에서 단순히 디퓨저의 확대각도 변

화로 흡인유량비를 조절할 수 있지만, >1.1g/s

의 범위에서는 디퓨저의 확대각도가 변화하여도 

흡인유량비는 거의 변화하지 않는다. 
Fig. 5와 Fig. 6의 결과로부터 재순환 이젝터가 

목면적비와 디퓨저 확대각도를 변화시켜 가동되

는 경우, 일정한 범위의 작동유량 범위에서 연료

전지 시스템에 요구되는 일정한 2차 유동의 재순

환율 및 흡인율을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7은 목면적비가 =4이고 디퓨저의 확대반

각이 =4ﾟ인 경우 재순환 이젝터 내부의 등마하

수 선도를 나타낸다. 작동유량이 ≧0.5g/s가 되

면 구동노즐로부터 방출되는 유동은 초음속 유동

이 되어 유동 내부에 경사충격파가 관찰되며, 2
차 유동을 흡인하여 출구로 배출된다. 작동유량

이 증가함에 따라 구동노즐로부터 방출되는 유동

내부의 경사충격파의 각도는 감소하고, 제트경계

가 확산되어 이젝터 혼합부의 벽면에 충돌한다. 
Fig. 7(e)의 경우, 구동노즐로부터 방출된 유동은 

전형적인 부족팽창 상태의 유동으로 제트경계가 

(a)=0.5g/s

(b)=0.6g/s

(c)=0.8g/s

(d)=1.1g/s

(e)=1.4g/s

Fig. 7 Mach number contours for various primary 
flow mass flow rate ( =4, =4ﾟ)

혼합부의 벽면에 충돌하며, 유동은 디퓨저 확대

부에서 박리된다. 
재순환 이젝터 내부에서 구동노즐로부터 방출

되는 유동의 부족팽창 정도가 2차 유동의 재순환

율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Fig. 8에는 

재순환 이젝터 내부에 형성되는 음속선 분포를 

나타내었다. 구동노즐의 작동유량이 ≧0.5g/s가 

되면 유동장 내부에 음속선이 형성되며, 작동유

량이 증가할수록 음속선의 분포는 유동장의 하류

로 확산된다. 작동유량이 더욱 증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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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5g/s

(b)=0.6g/s

(c)=0.8g/s

(d)=1.1g/s

(e)=1.4g/s

Fig. 8 Sonic line distributions for various primary 
flow mass flow rate ( =4, =4ﾟ)

0.8g/s가 되면 유동의 부족팽창이 증가하여 음속

선의 분포도 이젝터의 혼합부 벽면 가까이에 형

성되고,  = 1.1g/s 이상이 되면 음속선은 구동

노즐의 출구와 2차 유동의 유로를 차단하게 된

다. 따라서 재순환 이젝터 내부의 유동은 초킹상

태가 된다. 이러한 음속선의 분포를 Fig. 6의 2차 

유동의 흡인유량비와 비교하면 작동유량이 = 

0~0.8g/s의 범위에 있을 때 이젝터 혼합부내의 음

속선은 벽면과 이격되어 형성되기 때문에, 디퓨

저의 확대각이 변하여 유동정보가 바뀌면 2차 유

동의 흡인량도 함께 변화한다. 그러나 작동유량

이 =1.1g/s 이상이 되면 음속선에 의하여 이젝

터 혼합부가 완전히 차단되기 때문에 디퓨저의 

확대각이 변하여도 유동정보가 상류의 2차 유동

의 유로입구로 전달되지 못한다. 따라서 Fig. 6에

서 ≧1.1g/s이면, 디퓨저의 각도가 변화하여도 

2차 유동의 재순환율의 변화는 거의 없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특정한 작동조건의 이젝터 유동

에서 이젝터목과 디퓨저의 형상변화가 연료전지 

시스템의 재순환 유량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해석

적 방법을 이용하여 조사하고, 이때의 내부 유동

현상을 상세하게 규명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

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이젝터의 작동유량이 증가하면 2차 유동의 

재순환비는 증가하여 최대값을 가지고, 작동유량

이 더욱 증가하면 2차 유동의 재순환비는 감소하

여 일정한 값으로 점근한다. 이때 2차 유동 재순

환비의 최대값이 발생하는 작동유량은 이젝터의 

목면적비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2) 고정된 작동유량에서 이젝터의 목면적비가 

증가하면 2차 유동의 재순환비는 증가한다.
(3) 이젝터 디퓨저의 형상을 변화시키면 일정한 

작동유량의 범위에서 2차 유동의 재순환비 및 흡

인비를 변화시킬 수 있으나, 일정 크기 이상의 

작동유량에서는 더 이상 변화되지 않는다. 이때

의 현상은 이젝터 유동의 초킹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4) 재순환 이젝터가 목면적비와 디퓨저 확대각

도를 변화시켜 가동되는 경우, 일정한 작동유량 

범위에서 연료전지 시스템에 요구되는 재순환 유

동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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