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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mong the main components of PEM fuel cell, the functions of GDL are to transport reactants 
from the channel to the catalyst and remove reaction products from the catalyst and transport heat 
from the catalyst to the channels in the flow filed plate. Permeability of GDL is known to make it 
possible to enhance the gas transport through GDL, devoting to get better performance. In this paper, 
three dimensional numerical simulation of the fuel cell by the permeability of GDL is presented by 
using a FLUENT modified to include the electrochemical behavior. Results show that as permeability 
is higher than   , gradients of temperature distribution, oxygen molar concentration and current 
density distribution in MEA were decreased. Although heat generation was increased as high 
permeability, MEA's temperature was lower than the low permeability of GDL. This seems because 
that convection was higher affects in mass and heat transfer process than diffusion as permeability of 
GDL is incr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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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고분자전해질 연료전지의 주된 요소로써 양극

판과 촉매층 사이에 위치한 GDL(Gas diffusion 
layer)은 연료전지 성능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

다. GDL은 Channel을 통해 유입된 가스를 촉매층 

전체 면에 고루 분포시키기는 역할을 하며 동시

에 촉매층에서 화학반응에 의해 생성된 화학종을 

Channel로 이동시키고 이때 전기화학반응에 의한 

반응열을 방출시킨다. GDL의 특성 중 

Permeability는 GDL 내에서 반응 기체를 얼마나 

투과시키는가에 대한 물리적 의미로써 그 값이 

클수록 GDL을 통과하는 기체 양이 증가하게 된

다. 다시 말해 GDL의 Permeability가 클수록 촉매

층으로의 반응기체 전달량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연료전지 성능이 향상되며 GDL에서의 원활한 물

질전달로 인하여 Channel 내부의 압력손실이 줄

어들게 된다. 또한 원활한 물질전달은 MEA에서

의 반응열을 Channel로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MEA의 온도상승을 억제시킨다. 하지만 MEA에

서 반응 기체의 높은 농도는 연료전지의 활성화 

손실을 감소시켜 높은 반응성을 야기하여 결국 

MEA가 높은 반응열을 발생하게 하는 요인이 된

다.



따라서 GDL의 Permeability와 생성열 모두를 고

려한 고분자전해질 연료전지의 특성에 관한 연구

가 필요하다. GDL의 Permeability에 대한 연구로 

Bernardi(1)는 ×  의 Permeability를 적

용한 수치해석을 통해 연료전지 성능특성을 연구

하였고 Pharoah(2)은 기체투과도가 GDL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기체투과도가 달라질 경우 

압력강하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해석을 통해 연구

하였다. 하지만 반응열을 고려하지 않거나 전기

화학 반응을 고려하지 않은 수치해석으로 

Permeability에 따른 고분자전해질 연료전지 특성

에 대한 명확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열전달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에너지 

방정식을 적용한 수치해석 연구로써 Nguyen와 

White(3), Fuller와 Newman(4)는 2차원 모델링을 

적용하여 수치해석 하였고 Simpalee와 Dutta(5)는 

3차원으로 모델링하여 열전달을 고려한 수치해석

을 통해 생성열이 고분자전해질 연료전지에 미치

는 영향을 MEA의 온도분포와 전류밀도 분포 등

을 통해 분석하였다. Xianguo Li(6)는 열역학적 

개념과 Reversible, Irreversible 반응에 의해 발생하

는 열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본 논문에서

는 연료전지 반응에서 Reversible과 Irreversible 과
정에 의해 발생되는 생성열을 고려한 수치해석을 

통해 기체투과도에 따른 물질전달 특성과 열전달 

특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2. 해석 방법

 
2.1 지배방정식

2.1.1 Mass conservation equation
 ∇⋅   (1)

여기에서 은 다공성물질의 다공성이고, 는 

는 밀도를 나타낸다. 은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

지의 전기화학반응에 의해 발생하는 질량변화를 

나타내는 생성항이며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2)

      (3)

2.1.2 운동량 보존방정식

Darcy‘s 법칙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된

다.
∇ ∇∇∇ (4)

여기서 는 점성계수이며, 는 다음과 같다.

 


  


  


 (5)

2.1.3  화학종 보존 방정식

∇ ∇
∇ (6)

여기서 
는 확산계수이고 생성항 는 다음

으로 표현한다.

 











  




  




  




  

 (7)

2.1.4  에너지 보존 방정식

에너지 보존 방정식과 반응에 의한 생성열 관

련 식은 아래와 같이 표현 가능하다.

∇  ∇⋅∇  (8)

∆

    (9)

2.2 수치해석모델

Fig. 1 Schematic of the single serpentine 
flow channel

수치해석모델은 Fig. 1과 같은 Single Serpentine 
Channel이며 연료극과 공기극 사이에 GDL과 촉

매층을 적용하여 구성하였다. 반응면의 면적은 

30mm × 30mm이며 GDL과 촉매층의 두께는 

0.254mm, 0.03mm 이다. 공기극과 수소극 Channel
의 입구와 출구 단면적은 1mm × 1mm이며 입구

에서의 경계조건은 질량유량으로 설정하였고 출

구에서의 경계조건은 압력조건으로 설정하였다. 
수치해석 프로그램은 상용화된 전산유체 프로그



Fig. 2 Local current density contours according to permeability in MEA

램인 Fluent®(version 6.3)를 사용하였으며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의 전기화학반응을 해석하기 위

하여 사용자 정의 방정식(User Define Function: 
UDF)을 사용하여 전기화학반응식을 모사하였다. 

3. 결 과

GDL의 Permeability에 따른 연료전지 물질전달 

및 열전달 특성을 연구하기 위해 동일조건에서 

Anode와 Cathode극의 Permeability만을 달리하여 

수치해석 하였다. Fig. 2는 MEA에서의 전류밀도

를 Permeability에 따라 나타낸 것으로 전체적으로 

Rib 부분과 Channel 부분에서 전류밀도의 크기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Fig. 2는 

Permeability가 작아질수록 전류밀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Rib와 Channel 부분에서의 전류밀

도 변화율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Rib와 

Channel 부분간의 전류밀도 변화 정도를 알아보

기 위해 Fig. 1과 같이 MEA에서 입구와 출구의 

중심부분(L)에 대한 전류밀도 값을 Fig. 3에 나타

냈다. Fig. 2의 결과와 같이 Permeability가 클수록 

전류밀도가 높게 나타나며 Permeability가 작은 경

우에 비해 Rib와 Channel간의 최대 전류밀도와 

최소 전류밀도간의 차이가 작게 나타났다. 전류

밀도가 국부적으로 높은 경우 국부적인 온도 상

승으로 MEA가 건조해져 부분적으로 손상될 수 

있다. 따라서 MEA에서의 전류밀도와 함께 MEA
의 생성열에 의한 온도분포에 대한 이해가 필요

하다. MEA에서 전류 발생과 함께 생성되는 반응

열에 의한 MEA 온도 분포를 알아보기 위해 

Permeability에 따른 MEA의 온도 분포를 Fig. 4에 

나타냈다. Channel 부분과 Rib 부분의 온도 차가 



Fig. 4 Local temperature contours according to permeability in MEA

발생하며 Permeability가 낮을수록 그 구배가 커지

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앞서 살펴본 전류밀

도 분포와 같은 경향이다. 

Fig. 3 Variation of current density along channel 
width by permeability of GDL

또한 Permeability가 높을수록 MEA 면의 온도 

분포가 낮게 나타나며 이것은 Permeability가 높은 

경우에 전류밀도가 증가하는 것과는 반대 경향이

다. Fig. 5는 Fig. 3과 같은 방식으로 MEA 중심

(L)에서의 온도를 나타낸 것이다. Permeability가 

가장 큰    조건에서 Rib와 Channel간의 최

대 온도차는 약 1.68K 정도이며 Permeability가 최

소인  에서 최대 온도차는 약 3.3K 으로 

약 2배의 최대 온도구배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앞선 결과를 바탕으로 Permeability가 커짐에 따

라 전류밀도가 향상됨에도 MEA에서의 온도분포

가 낮게 발생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전류

밀도가 증가할 경우 반응에 의한 생성열 또한 증

가하는 일반적인 경우와 상충된다. 따라서 

Permeability에 따라 MEA에서의 생성열 분포도와 

그 평균값을 Fig. 6에 나타냈다. 



Average : 4129.56  Average : 4113.76 

Average : 4113.71  Average : 4062.41 

Fig. 6 Generation of heat contours according to permeability in MEA

Fig. 5 Variation of temperature along channel 
width by permeability of GDL

Permeability가  에서 MEA의 평균 생성

열 4129.56 으로 가장 크게 발생하며 가장 

낮은 Permeability 조건인  에서의 생성열

은 4062.41로 가장 낮게 발생하였다. 이것

은 Permeability가 클수록 MEA의 전류밀도와 반

응열 또한 증가하는 일반적으로 경향과 일치한

다. 이처럼 Permeability가 큰 경우 높은 생성열에

도 MEA의 온도가 낮은 이유는 Serpentine 
Channel의 물질전달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일반

적으로 Serpentine Channel의 경우 대류와 확산에 

의해 물질전달이 이뤄지며 주된 물질전달 방법은 

대류에 의해 이뤄진다. 또한 연료전지 내부 GDL
에서 대류에 의한 물질전달과 함께 MEA의 생성



열 또한 전달이 이뤄진다. 따라서 Permeability에 

따른 대류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중심부분

(L)의 높이방향에 대한 단면의 유동 벡터를 Fig. 

7에 나타냈다. Permeability 1e-07과 1e-09  
조건의 속도 벡터를 보면 대류에 의해 한 

Channel에서 인접한 Channel로 GDL을 통과해 물

질전달이 이뤄지는 Bypass Flow 현상을 볼 수 있

으며 Permeability가 클수록 속도 벡터가 크게 나

타났다. 하지만 Permeability가 작은 1e-11  조건

과 보다 작은 1e-13  조건에서는 속도 벡터가 

나타나지 않았다. 

<Permeability 1e-07>

<Permeability 1e-09>

<Permeability 1e-11>

<Permeability 1e-13>

Fig. 7   distributions and velocity vector in the 

cathode side at the middle length cross-section

또한 Permeability가 클수록 GDL과 Channel간의 

산소 몰농도 차가 작게 나타나며 이는 

Permeability 큰 경우가 대류가 크게 발생하여 물

질전달이 원활하게 이뤄졌음을 의미한다. 반대로 

Permeability가 작은 경우 대류의 영향이 작아져 

물질전달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Channel과 

GDL 사이의 산소 몰농도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Permeability가 작을수록 대

류의 크기가 작아져 물질전달 능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MEA로의 산소 공급과 MEA에서 발생되

는 반응열의 열전달 효과가 감소하여 낮은 전류

밀도분포와 높은 온도분포를 보이며 Permeability
가 작을수록 온도 및 전류밀도는 Channel 부분과 

Rib 부분 간에서 큰 격차가 발생하였다.

4. 결 론

1) 전류밀도와 온도, 반응기체 농도는 Channel
과 Rib 부분에서 기울기가 존재하며  Permeability
가 클수록 최대치와 최소치 간의 차이가 작게 나

타났다.
2) Permeability가 클수록 전기화학 반응에 의한 

MEA의 생성열은 높게 나타났지만 Permeability가 

낮은 경우에 비해 MEA에서의 온도는 낮았다. 이
러한 이유는 Permeability가 높을수록 대류에 의해 

물질전달 및 열전달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때문이

다.
3) GDL의 Permeability가 낮을수록 GDL에서 대

류에 의한 물질전달 과정이 원활이 이뤄지지 않

아 Channel과 GDL간의 반응 물질의 농도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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