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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rossover of nitrogen from cathode to anode is inevitable in typical membranes used in PEM fuel 
cells. This crossovered nitrogen accumulates in anode recirculation system and excessive buildup of 
nitrogen in the recirculating anode gas lowers the hydrogen concentration and finally affects the 
performance of fuel cell stacks. In this study, characterization of nitrogen gas crossover was 
investigated in PEM fuel cell stacks. The mass spectroscopy (MS) has been applied to measure the 
amount of the crossovered nitrogen at the exit of anode. Results show that anode and cathode 
stoichiometric number (SRc) have a big effect of nitrogen cross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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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설명

I : 전류밀도(A/cm2)
V : 전압 (V)
Ti : 냉각수 입구온도(℃)
To : 냉각수 출구온도(℃)
Pi : 입구압력

Po : 출구압력

PN2 : 질소분압(kPa)
yN2 : 질소몰분율 

SRa : 수소측 당량비

SRc : 공기측 당량비

1. 서 론

최근 전세계적으로 지구의 환경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외적으로 환

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많은 연

구진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이 중 환경공해

의 주범인 수송 수단에서의 석유 연료 사용은 해

마다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차량

에 의한 공해 발생을 절감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

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

기 위하여 친환경적인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는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의 

환경오염에 관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유망

한 기술로 각광받고 있다.
연료전지 자동차의 시스템 중 수소재순환 장치

에 대한 연구는 연료전지 시스템의 효율을 향상

시키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이슈로서 많은 연구

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펌프나 블로워 혹은 

이젝터를 사용한 수소 재순환 장치의 가장 큰 목

적은 스택 출구에서 배출되는 수소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수소의 재순환이다. 하지만 스택 출



Fig. 1  Schematic diagram of experimental setup

구에서 나오는 수소에는 수소뿐만이 아니라 질소 

및 수분이 다량 포함되어 있다. 이는 공기 측에 

공급되는 공기의 질소가 멤브레인을 통과하여 크

로스오버 됨으로써 수소 측으로 넘어 오기 때문

이다.(1) 현재의 수소 재순환 시스템은 수소에 섞

여있는 질소에 대한 다른 대응방안 없이 질소가 

섞인 수소를 그대로 재순환 시키고 있다. 이러한 

질소가 혼합 수소를 계속적으로 재순환 시키게 

되면 스택 입구로 공급되는 수소의 순도가 낮아

져 결국에는 스택의 성능 저하를 초래하게 된

다.(2) 따라서 현 수소 재순환 시스템에서는 이러

한 성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주기로 질소

가 일정량 이상 농축된 수소를 외부로 방출시키

기 위한 퍼징 작업을 해주게 된다. 그러나 잦은 

수소의 퍼징 작업은 수소 연료의 낭비를 가져오

게 되고 이는 효율적인 수소 연료의 사용을 방해

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적절한 제어가 필요한 

실정이다.(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소재순환 장치에 계속

적으로 누적되어 연료전지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자인 질소 크로스오버의 특성에 대해

서 규명하기 위하여, 다양한 환경 조건에서 크로

스오버 되는 질소의 양을 측정 및 분석하였다.

2. 실험장치 및 방법

 2.1 실험장치

 2.1.1 연료전지 및 스테이션

다양한 실험조건에서 질소의 크로스오버 유량

을 측정하기 위한 실험 장치는 위의 Fig. 1과 같

이 구성하였다. 연료전지 스테이션은 스택에 수

소를 공급해주기 위한 수소공급 시스템, 스택에 

공기를 공급해주기 위한 공기공급 시스템, 스택

에서 나오는 열을 외부로 방출시켜주기 위한 스

택 냉각 시스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소 및 

공기 공급 시스템은 레귤레이터, MFC, MFC 
controller, 버블러 타입의 가습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스택 냉각 시스템은 냉각수를 보내주기 위

한 펌프, 냉각수 온도 조절을 위한 공랭식 타입

의 열교환기, 이온제거 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밖에 스택에서 나오는 전류를 소모시켜주기 위

한 전자부하기, 스택의 각 셀의 전압을 측정하기 

위한 전압 측정 장치, 각종 온도 측정을 위한 계

측장치 등이 있다.
본 실험에 사용한 스택은 반응면적이 250cm2인 

3셀로 구성된 스택이다. Fig. 2와 같이 수소와 공

기가 서로 대향류(counter flow)로 흐르게 되어있



Parameter Unit Value

Coolant inlet temp. 60 / 65 / 70

Coolant outlet temp. fixed

Humidification % 100

Anode stoichiometric 
Number

1.1 / 1.3 / 1.5 / 1.7

Cathode stoichiometric 
Number

1.6 / 1.8 / 2.0 / 2.2

Current density A/cm2 0.16/0.32/0.48/0.6
/0.8/1.0/1.2/1.4

Table 1 Experimental conditions

Fig. 2  Flows in fuel cell st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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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Nitrogen content at the anode exit for 
           various anode stoichiometric number.

고, 그 중간에 수냉식 타입의 냉각수 유로가 있

다.

 2.1.2 질량분석기(Mass spectroscopy)
질량분석기는 실시간으로 질소의 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Hidden사의 HPR-20 QIC 제품을 

사용하였다. 스택의 수소 출구에서 배출되는 수

소에 섞인 질소의 양을 측정하기 위해 질량분석

기를 수소측 출구에 설치를 하였다. 질량분석기

로 측정된 질소의 양은 kPa 단위로 표시하였다.

2.2 실험방법

스택의 운전조건 변화에 따른 질소 크로스오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수소측 당량비(SRa), 공기

측 당량비(SRc), 냉각수 입구 온도를 변경하면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된 운전변수

들은 Table. 1에 자세히 나타내었다. 스택 전압 

및 질소양의 측정은 연료전지 전반적인 특성을 

모두 파악할 수 있도록 0.16~1.4 A/cm2 범위에서 

각각 측정하였다. 먼저 각 전류조건에 맞는 수소 

및 공기 유량을 계산하여 스택에 먼저 흘려준 

뒤, 2분 유량이 스택에 골고루 스며들 수 있게 

기다린다. 이후 전류부하를 스택에 가하여 전류

를 뽑아내면서 스택 각 셀의 전압을 각각 측정하

고 이와 동시에 질량분석기를 통하여 수소측 출

구에서의 질소양을 약 2분간 측정하는 방식으로 

실험을 수행하였다.

3. 실험 결과 및 고찰

3.1 수소측 당량비 변화에 따른 변화

먼저 수소측 당량비(SRa)를 변화시켜가면서 질

소가 크로스오버 되는 양을 측정하였다. Fig. 3에
서 보듯이 전류밀도에 따라 크로스오버 되는 질

소의 비율이 다른 것을 관찰할 수 있다. 특히 낮

은 전류밀도 영역에서 질소 농도가 높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각 전류밀도 영역마다 공급되어

지는 수소의 유량과 관련이 있다. 고전류 영역에

서는 원래 흐르는 수소의 양이 많기 때문에 채널 

후반부로 가면서 수소를 소모한다고 하더라도 잔

류 수소의 양이 많게 된다. 만약 크로스오버 되

는 질소는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수소 출구에서의 

질소 농도는 수소의 큰 유량으로 인해 상대적으

로 낮은 농도를 나타내게 된다. 하지만 낮은 전

류 밀도 영역에서는 작은 유량의 수소를 흘려주

게 되므로 크로스오버 되어 넘어오는 질소의 양

이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수소측 출구에서의 질소 

농도는 상대적으로 크게 되므로 낮은 전류 밀도 

영역에서 질소 농도가 큰 값을 나타내게 된다. 
수소측 당량비 변화에 따른 질소 농도 결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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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Nitrogen content at the anode exit for 
        various cathode stoichiometric number.

비슷하게 해석할 수 있다. Fig. 3에서 수소측 당

량비 값이 증가함에 따라 질소분압이 낮아지는 

결과를 관찰할 수 있는데, 이는 당량비 값이 증

가 할수록 스택에 흐르는 수소의 양은 증가하지

만 크로스오버 되어 넘어오는 질소의 양은 일정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소측 당량비가 증가 할

수록 스택 수소 출구에서의 질소분압은 상대적으

로 낮아지게 된다.

3.2 공기측 당량비 변화에 따른 변화

다음으로 공기측 당량비(SRc)를 변화시키면서 

질소 크로스오버 양을 측정하였다. 수소측 당량

비 결과와는 달리 공기측 당량비 값이 증가함에 

따라 질소의 농도가 높아지는 결과 Fig. 4에서 볼 

수 있다. 이는 당량비 값이 클수록 공급되는 공

기의 유량이 커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기측 

유량이 증가하게 되고, 증가 된 유량으로 인해 

공기측에 있는 질소가 수소측으로 더욱 많이 넘

어오게 된다. 따라서 공기측 당량비가 증가함에 

따라 스택 수소 출구에서의 질소 농도는 상대적

으로 높아지게 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질소 크로스오버의 특성을 규명

하고자 다양한 실험 조건에서의 질소 크로스오버 

양을 질량분석기를 통해 측정을 하였다. 그 결과 

수소측 당량비 변화에 대해서는 질소 크로스오버 

양이 변하지 않았지만 공기측 당량비, 냉각수 입

구 온도가 증가 할 때에는 크로스오버 되는 질소

의 양 또한 증가하는 결과를 얻었다. 이는 수소 

재순환 장치에서 질소 누적에 따른 퍼징에 관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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