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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a fuel cell vehicle using polymer electrolyte membrane fuel cell (PEMFC), hydrogen is over-supplied to 
gain higher stack efficiency. So it is needed considering fuel efficiency to re-circulate hydrogen which is not 
reacted in stack. And to re-circulate hydrogen, a blower or an ejector is used. Ejector re-circulation system has 
several merits compared with blower system, for example no parasite energy, simple structure and no 
lubrication system. But the secondary flow of an ejector in fuel cell vehicle, has high humidity because of 
crossover problem in stack. Therefore in this paper, ejector is designed by 1-D modeling and CFD with the 
primary and secondary flow of hydrogen. And the ejector which has the primary and secondary flow of air, is 
designed to have the same Reynolds number and Mach number at the nozzle exit as the hydrogen ejector’s. 
And this air ejector is tested while the humidity of the secondary flow is varied. 

기호설명 
A : 단면적, m2 
F : 패러데이 상수 
Ma : 마하수 
m&  : 유량, kg/s 
P : 압력, Pa 
Pe : 스택 출력, W 
R : 특성기체상수, m2/(s2K) 
Re : 레이놀드 수 
R.H. : 상대습도, % 
T : 온도, K 
U : 축방향 속도, m/s 
Vc : 스택 전압, V 
γ  : 비열비 
λ : 수소 과잉공급량 
 
 

ρ  : 밀도, kg/m3 

1. 서 론 

연료 전지는 수소 및 산소의 전기 화학 반응을 

이용하여 전기 에너지를 얻는 장치로, 기종의 내연 

기관에 비해 고효율 및 무공해 에너지원이라는 장점을 

갖고 있다. 연료 전지의 일종인 고분자 전해질 막 

연료전지 (Polymer Electrolyte Membrane Fuel Cell, 

PEMFC)는 높은 효율, 낮은 작동 온도, 높은 에너지 밀도, 

빠른 시동, 저오염배출 및 낮은 소음 등의 장점으로 

자동차용 연료 전지 엔진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고분자 전해질 막 연료전지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스택(stack) 외에 여러 서브 시스템(Balance of Plant, 

BOP)으로 구성되어 있다.1) 그러나 현재까지 스택 위주의 

연구가 진행되었고, 상대적으로 서브 시스템에 대한 

연구는 미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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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jector re-circulation system 

이러한 서브 시스템 중의 하나인 연료 재순환 장치 

역시 연료 전지 자동차의 상용화 개발을 위해선 

연구되어야 한다.  

이젝터는 오랫동안 냉동 시스템이나 군사용 헬기의 

적외선 감쇄 장치 등으로 연구 개발되어 왔다. 이는 

작동 유체가 냉매 또는 공기 등의 한가지이며, 단 스팀 

이젝터의 경우 구동 유체(primary flow)가 액체인 

물이고 흡입 유체(secondary flow)는 기체이다. 그러나 

연료전지 자동차에서 수소를 재순환하는 이젝터처럼 

수소를 작동 유체로 하는 이젝터의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스택에서의 crossover 문제 

때문에 흡입 유체에 이젝터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다량의 수분이 포함대는 경우에 대해서도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고분자 전해질 막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80kW 급의 자동차에서 수소 재순환 장치로의 

이젝터의 개발을 위해 1-D 모델링 및 CFD 계산을 

이용하였다. 이젝터 노즐 끝에서 수소 이젝터의 마하 

수와 레이놀드 수가 같은 공기 이젝터를 제작하여, 흡입 

유체의 습도를 변화시키면서 이젝터의 성능을 

측정하였다. 
 

2. 이젝터 설계 

2.1 이젝터 

이젝터는 냉동 시스템 및 공기 조화 시스템에 
흔히 사용하는 장치이다. 이들 시스템에서는 냉각 
유체를 증발기에서 응축기로 압축 공급하기 
위해서 이젝터를 이용한다. 높은 압력의 구동 
유체가 노즐을 통과하면서 팽창, 가속되고 노즐 
후에 음속까지 가속되면서 노즐 후의 믹싱 챔버 
내부의 압력을 낮춘다. 따라서 점성력 및 압력 
차이에 의해 흡입 유체는 흡입된다. 그리고 속도 
차이가 있는 구동 유체와 흡입 유체는 혼합 
구간에서 점차 혼합되고, 혼합된 유체는 디퓨저를  

 
 
 

Fig. 2 Ejector structure 
 
지나면서 속도는 떨어지고 압력은 상승된다. 즉 

이젝터는 구동 유체의 에너지를 이용하여 흡입 
유체를 빨아들여 흡입 유체 입구보다 더 높은 
압력의 이젝터 출구로 내보내는 일종의 펌프이다.  

 

2.2 이젝터 경계 조건 
 
2.2.1 수소 유량 
연료전지 자동차가 80kW 의 출력을 내기 

위해서는 식(1)에 의해 1.68 g/s 의 연료인 수소가 

필요하다. 1)  

  

 

 

 

식(1)에서 λ(=1.2)는 수소의 과잉 공급량을 
의미한다. 따라서 구동 유체에서는 1.4 g/s 의 
유량이, 흡입 유체는 0.28 g/s 의 유량이 필요하다.  
 
2.2.2 압력 및 온도 
흡입 유체의 입구는 스택의 출구와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흡입 유체의 전압력 및 전온도는 스택의 수소 

출구와 동일시된다. 따라서 흡입 유체의 전압력은 

1.02bar, 전온도는 328K 으로 설정하였다. 스택의 수소 

입구와 연결된 이젝터 출구의 압력은 스택의 공기 공급 

압력인 1.1bar 로 설정하였다. 둘의 압력을 맞추는 

이유는 만약 스택의 수소 및 공기의 공급 압력이 다르면 

스택 내부의 고분자 전해질 막이 깨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2.2.3 가정 및 지배방정식 
Keenan 등은 이젝터의 1 차원 모델링 해석을 하여 

이를 실험결과와 비교하였다. 본 논문에서도 

Keenan 등이 하였던 모델링 방법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몇 가지 가정 및 지배 방정식을 사용하였다.2-4) 

우선 작동 유체는 이상 기체로 가정하며 일정한 Cp 

및 　을 갖는다. 이젝터 내부의 유동은 1 차원 정상 

상태이며 노즐 및 디퓨저에서는 등엔트로피라고 

가정하였다. 그리고 혼합시 단면적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고, 다음과 같은 지배 방정식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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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1-D modeling calculation result 

Input Parameters Output Parameters 

Mixing Type 
Constant Area 

Mixing 

Primary 

Flow at 

Nozzle Exit 

Re=57,000 

Ma=0.87 

Primary 

Inlet 

Condition 

Flow Rate 

= 1.4g/s 

Total P 

= 175,000Pa 

Total T 

= 298.15K 

Secondary 

Flow at 

Nozzle Exit 

Re=6,500 

Ma=0.112 

Secondary 

Inlet 

Condition 

Flow Rate 

= 0.28 g/s 

Total P 

=102,000Pa 

Total T 

=328.15K 

Ejector 

Exit 

Conditions 

Static P 

=110,000Pa 

Total P 

=119,100Pa 

Total T  

= 303.15K 

Pressure at 

the Nozzle 

Exit 

Static P 

=101,000Pa 

Ejector 

Shape  

Nozzle Exit 

Diameter 

= 4.2mm 

Mixing Section 

Diameter 

=7.4mm 

 

- 상태 방정식  

- 연속 방정식  

- 운동량 방정식  

- 에너지 보존식  

- N-성분 압축성 이론5)  

  (N-compound compressible theory) 
 
2.2.4 1 차원 모델링 결과 
이젝터의 형상을 정하기 위해서 구동 유체의 입구 

압력 및 노즐 출구의 정압력을 변화하면서 노즐의 

단면적 및 혼합 구간의 단면적을 계산하였다. 경계 

조건을 만족시키는 여러 계산 결과 중에 제작 시 

용이성을 고려하여 디퓨저가 필요 없는 이젝터를 

설계하였다. 이 이젝터의 주요 수치는 table 1과 같다.  
 

3. 이젝터 실험 

3.1 공기 이젝터 설계 
수소를 이용한 실험은 위험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노즐 끝에서 수소 이젝터와 동일한 레이놀드 수와 

마하수를 갖는 공기를 이용한 이젝터를 설계하였다. 이  

Table 2 First experiment result 

 
Design 

Values 

Experiment 

Values 

Primary Mass Flow 

Rate 
1.74 g/s 1.77 g/s

Secondary Inlet 

Pressure 
1.02 bar 1.02 bar

Outlet Static 

Pressure 
1.1 bar 1.099 bar

Secondary Mass 

Flow Rate 
0.31 g/s 0.163 g/s

 
Table 3 Air ejector main parameters 

 Design Values 

Primary Inlet  

Conditions 

Flow rate =1.74 g/s 

Total P =175,000 Pa 

Total T =298.15K 

Secondary Inlet  

Conditions 

Flow rate =0.31 g/s 

Total P =102,000Pa 

Total T =328.15K 

Exit Conditions 
Static P =110,000Pa 

Total P =119.100Pa 

Diameter at the  

Nozzle Exit 
2.4mm 

Diameter at the  

Mixing Section 
5.2mm 

Axial Length at the 

 Mixing Section 
52mm 

 
때, 1 차원 모델링에선 감안하지 못하였던 벽에 의한 

점성 효과 및 3 차원 유동 등에 의해 흡입 유량이 설계

치의 53%정도로 덜 흡입되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기 

위하여 상용프로그램인 Fluent 를 이용하여 CFD 계산을 

수행하였다. 

CFD 계산 결과 혼합 구간의 단면적을 크게 하여야 

(R=4.2mm → 5.2mm) 원하는 흡입 유량을 얻을 수 있었다. 

공기 이젝터의 주요 변수 및 형상은 표3과 같다. 

 

3.2 이젝터 실험 장치 
그림 3 에서처럼 구동 유체는 고압의 에어 탱크에서 

필터를 거쳐 나오며 니들 밸브를 이용하여 입구 압력 및 

유량을 조절한다. 흡입 유체는 입구에 챔버 및 압력 

센서를 설치하여 챔버 압력이 흡입 유체의 입구 조건인 

1.02bar 에 맞추도록 니들 밸브를 이용하여 조절한다. 

또한 그림 4 에서처럼 흡입 유체의 습도를 조절하기 

위하여 흡입 유체 입구에 온도 및 습도 조절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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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Humidity facility 

 
가습 장치를 설치하였다. 가습 장치는 60 도의 물을 순

환하는 열교환기를 이용하여 온도를 조절하고, 물을 끓

여 수증기를 발생 이를 공기와 섞는 방법으로 습도를 조

절한다. 실험 시 온도 및 습도의 오차는 각각 ±2도, 

±5%이다. 그리고 이젝터의 입, 출구에 유량 및 압력 

센서를 설치하여 유량 및 압력을 측정하였다. 
 

3.3 실험 결과 
우선 흡입 유체의 가습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실

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시 구동 유체의 유량, 흡입 

유체의 입구 압력 및 출구 압력은 설계값과 같도록 

고정시키면서 흡입 유체의 유량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표 4 와 같이 흡입 유량이 설계 값보다 약간 

많이(~106%) 흡입되었다. 그 이유는 벽에 의한 점성 

효과 등을 고려하기 위해 혼합 구간의 단면적을 과

잉 증가시켰기 때문이다.  

 

 

 

 

 

 

 

Table 4 Second experiment result 

 
Design 

Values 

Experiment 

Values 

Primary Mass 

Flow Rate 
1.74 g/s 1.734 g/s

Secondary Inlet 

Pressure 
1.02 bar 1.021 bar

Outlet Static 

Pressure 
1.1 bar 1.11 bar

Secondary Mass 

Flow Rate 
0.31 g/s 0.33 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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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 of the secondary flow (%)  
Fig 5 Humidity effect on the ejector performance 

 
흡입 유체에 습도를 변화시키면서 흡입 유량을 

측정하였다. 그림 5 에서 x 축은 흡입 유체의 상대 
습도를 나타내며, y 축은 해당 습도의 흡입 유량을 
상대 습도 4.2%일 때, 흡입된 유량으로 나눈 값이

다. 그래프에서 보듯이 흡입 유체에 습도가 거의 
없을 때(R.H.=4.2%)에 비하여 고습인 경우

(R.H.=80%) 약 10%정도 흡입 유체가 덜 흡입되었

다. 이는 고습에서 작동할 경우 이젝터의 펌핑 능
력이 향상대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3.4 결과 분석 
흡입 유체의 습도가 높아짐에 따라, 이젝터의 

흡입 유량이 적어지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50 도, 80%의 상대습도일 때, 수증기 질량와 건공

기의 질량의 비 ⎟
⎟
⎠

⎞
⎜
⎜
⎝

⎛
=

dryair

vapor

m
m
&

&
는 약 6.4% 이다. 그리

고 수증기의 흡입에 따라 그만큼 작동유체인 건공

기의 흡입이 줄어든다. 그리고 흡입 유체가 건공

기일 때에 비하여, 습공기일 때 흡입 유체의 물성

치가 달라지는데, 표 5 와 같이 밀도 및 비열비는 

작아지고, 특성기체상수는 커진다. 이는 흡입 유

체의 유량을 노즐 끝에서의 흡입 유체 유로의 단

면적, 밀도 및 축방향 속도의 곱으로 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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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Properties and entrainment ratio variation 
밀도 변화 
( ) dryairdryairhumidair ρρ−ρ  

-3.4% 

특성기체상수 변화 
( ) dryairdryairhumidair RRR −  

3.7% 

비열비 변화 
( ) dryairdryairhumidair γγ−γ  

-3.1% 

축방향속도 변화 
( ) dryairdryairhumidair UUU −  

1.8% 

흡입 유체 유량 변화 
( ) dryairdryairhumidair mmm &&& −  

-1.7% 

 
있는대, 이젝터 1 차원 모델링 계산 결과를 이

용하면 표 5 와 같이 노즐 끝에서 흡입 유체의 축

방향 속도는 커지나 밀도가 줄어든다. 이 때문에 

표 5 와 같이 흡입 유량이 감소한다. 
마지막으로 고습의 흡입 유체는 이젝터 내부에

서 응축되어 물을 생성하는데 물의 점성력은 공기

에 비하여 크기 때문에 압력 손실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흡입 유체의 유량이 줄어든다.  

4. 결 론 

본 논문은 연료전지 자동차의 수소 재순환 용 이

젝터 개발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1) 1-D 모델링 및 CFD 계산을 이용하여 80kW 연

료 전지 자동차에서 수소 재순환 이젝터를 설계하

였다.  

 

 

 

 

 

 

 

 

 

 

 

 

 

 

 

 

2) 벽에 의한 점성 효과 및 3 차원 유동 특성 

때문에 공기를 이용한 실험 결과 흡입 유량이 적

었고 이는 이젝터의 혼합 구간 단면적을 증가시켜

(4.2mm →5.2mm) 설계 값과 유사한 흡입 유량을 

얻었다.  

 

3) 흡입 유체가 고습인 경우(~R.H. 80%) 이젝터

의 펌핑 능력을 저하시켜, 흡입 유량이 약 10%정

도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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