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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데드 앤드 연료전지의 특성 및 맥동을 이용한 

성능 향상에 관한 실험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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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stract : This paper presents experimental results carried out on the purge characteristic of 

the anodic dead-end mode fuelcell and how to improve the cell performance by pulsation effects.

The dead-end mode fuelcell has some merits that a fuel supplying device is not needed and the 

cell power is higher than that in the open mode fuelcell. However, the purge is necessary for 

preventing the porous media from being flooded by liquid water formed in the channel. At this 

time, the un-reacted fuel is discharged with the liquid water together in purge process. The 

discharged fuel can make the fuel efficiency lower. Therefore, the number of purge times should

be decreased for the better fuel efficiency. In this study, the outlet of the anode channel was

equipped with a purge solenoid valve and a pulsation generator. The purge times was decreased 

when the current density decreased and operation pressure increased without the pulsation 

effects. In addition, when the pulsation effects such as various frequencies or amplitudes were

applied, purge times was alleviated up to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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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menclature

T : temperature, oC
P : operating pressure, bar
RH : relative humidity, %
SR : stoichiometry ratio
f  : frequency, Hz
A : amplitude, mm  
α : Womersley Number
★

1. 서 론

수소의 전기 화학에너지를 사용하는 연료전지 
시스템은 내연 기관에 비하여 열효율이 높을 뿐 
아니라 반응 후 생성물이 청정하여 매력적인 대
체 에너지 중 하나로 각광 받고 있다. 여러 가지 
연료전지 중 고분자 전해질막 연료전지는 작동 
온도가 낮아 자동차 및 휴대용 전원 시스템에 응
용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고분자 전해질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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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icture of the visualized single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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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chematic of the test station for the 
dead-end mode operation

연료전지는 연료전지 후단의 개폐 유무에 따라 
개방 모드 및 폐쇄 모드로 운전이 가능하다. 개방 
모드에서는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블로워 및 연
료를 100% 이용하기 위한 재순환 시스템, 별도의 
가습장치가 필요하다. 반면, 폐쇄 모드로 운전을 
하면 별도의 연료공급 장치 없이 일정한 압력만 
유지시켜 주므로 시스템이 간단해진다. 또한 연
료의 이용율은 100%가 되며 압력 손실이 작고 채
널 내부에 압력이 균일하게 가해지므로 개방 모
드에 비해 더 큰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후단이 막혀 있으므로 내부에서 생
성된 수분은 배출되지 못하고 가스 확산층을 막
는 플러딩(flooding)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다. 플
러딩이 생기게 되면 전해질막에 있는 촉매(Pt)가 
떨어져 나가게 되며 이는 출력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플러딩이 생기지 않도록 주기적
으로 내부의 수분을 배출시키는 퍼지 과정이 필
요하다. Litster et al. 는 연료전지의 작동 온도에 
따라 공급 및 배출되어야 하는 물의 양에 관하여 
해석을 하였다. 그는 채널 후단이 닫히게 될 경우 
배출해줘야 하는 물의 양이 더 많음을 밝혔다.(1) 
Mocoteguy et al. 는 데드 앤드 모드 연료전지 실
험을 통하여 내부에 생성된 물은 채널의 후단에 
쌓이게 된다고 그의 논문에 기술하였다.(2) Hikita 
et al. 는 데드 앤드 모드 연료전지는 높은 작동 압
력 때문에 출력이 증가하지만, 최적의 가습 조건
은 전류 밀도에 따라서 매우 급격하게 변하므로 
조절하기가 어렵다고 하였다.(3) 한편, Watson 은 
원관 내부에 맥동 유동이 흐르고 있을 경우 확산 
계수에 관한 엄밀해를 몇 가지 제한된 경우에 한
해 제시하였다.(4) Ohmi et al. 는 맥동 유동의 속
도, 온도 및 농도가 여러 가지 무차원수로 표현될 
수 있음을 밝혔다.(5) 끝으로 Adrian 은 두 종류의 
비압축성 유체가 층류 유동으로 흐르고 있을 경
우 맥동을 가하였을 때 확산율과 주파수의 영향
을 알아보는 실험을 하였다.(6) 본 연구에서는 수
소 데드 앤드 모드 연료전지의 퍼지 주기에 관한 
경향을 실험을 통해 알아보았다. 또한, 퍼지를 
할 때 채널 내부에 있는 소량의 미반응 연료가 함
께 토출이 되는 단점을 개선하고자 채널 후단에 
맥동을 가하여 채널 내부의 수분 분포를 균일화
시켜 퍼지 횟수를 줄이는 실험을 하였다.

2. 실험 장치 및 방법

2.1 실험 장치

Fig. 1 은 실험에 사용된 가시화셀의 사진이
다. 단위 전지의 반응 면적은 25 cm2 이며 연료전
지의 양극은 탄소판, 음극은 구리판을 관통한 후 
금으로 코팅을 하여 부식을 막도록 제작되었다. 
실험에 사용된 멤브레인은 3M 사에서 제작된 
Nafion® 217 을 사용하였으며 촉매인 Pt 는 0.5 
mg/cm2으로 도포되었다. 단위 전지에서 생산된 
전류는 KIKUSUI 사에서 제작된 로더를 이용하여 
제어되었으며, 연료로는 5N 순도를 가진 수소와 
4N 순도를 가진 산소가 사용되었다. 이는 공기 
중의 질소에 의한 크로스 오버 현상을 배제하기 
위해서이다. 한편, 맥동 유발 장치는 D.C. 모터와 
인버터, 스테인레스 재질로 만들어진 실린더, 크
랭크를 이용하여 제작되었다. 연료의 맥동 주파

수는 인버터로 모터의 회전수를 조절한 후 비접
촉식 타코메타로 측정을 하면서 조절하였다. 

2.2. 실험조건

Fig. 2 는 데드 앤드 연료전지의 성능을 측정
하기 위한 실험장치의 개략도를 나타낸 그림이
다. 양극은 개방이 되어 있으며 연료인 산소는 
MFC를 이용하여 당량비를 2.0 으로 맞추어 운전
하였으며, 음극은 폐쇄가 되어 있으며 MFC를 사
용하지 않고 수소 챔버에서 레귤레이터를 통하여 
감압을 시킨 후 바로 연료전지에 수소를 공급하
도록 하였다. 수소측 채널의 출구는 솔레노이드 
밸브와 맥동 유발 장치가 Tee 피팅으로 연결이 되
어 있다. 솔레노이드 밸브는 연료전지를 운전하
는 동안 닫혀 있으며, 로더를 통하여 측정되는 전
압이 기준 전압 이하로 전압이 낮아지는 경우 밸
브를 열어 퍼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
편, 산소는 65oC, 1.05 bar 상대 습도 100%로 공급
을 하였으며 수소는 65oC로 유지하며 압력은 
1.3, 1.5 그리고 1.7 bar로 변화시키며 성능을 측
정하였다. 실험조건은 Table 1 에 정리하였다.

    
3. 맥동 유동이 층류 유동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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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xperimental conditions

Parameter Anode Cathode

Tinlet 65 65

RH 100 100

Pinlet 1.3/1.5/1.7 1.0

SR 1.0 2.0

f 0.5/1.0/2.0/3.0

A 10

Fig. 4  Water vapor concentration profile by 
pulsation effect

      vapor source

Fig. 5  Time averaged concentration for various 
frequencies

Oscillating
wall

Vapor source
Outlet

x

y

15 mm 10 mm 20 mm 70 mm

2 mm

Fig. 3  Schematic of the anode channel 

Fig. 6  Purge process in the anodic dead-end mode 
operation

맥동 유동이 수소측 채널 안에 생성되는 수분
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Fluent 6.0 으
로 단열된 채널의 끝부분에 moving wall을 통해 
맥동을 주고 채널의 한부분에 물이 공급될 경우 
물의 분포가 주파수의 변화에 의해 변화하는 모
습을 해석해보았다. Fig. 3 은 해석에 사용된 채
널의 형상을 나타낸 그림이다. 채널 안의 유체는 
수소와 수증기의 혼합물을 사용하였으며 채널의 
길이방향으로 수증기의 분포도가 주파수에 의해 

변화하는 모습을 해석해보았다. 이때 공급되는 
수증기 양은 전지에서 전류를 생산할 때 cathode
에서 back diffusion 에 의해 넘어오는 수증기의 양
으로 계산을 하였으며 채널 내부의 전기 화학반
응은 무시되었다. 또한 단열 조건으로 외부와 열
교환은 없다고 가정하였다. Fig. 4 는 주파수에 
관한 무차원 수인 Womersley 수에 따른 수증기의 
농도 분포도를 나타낸 그림이다. 주파수가 약 
1.0 Hz (Womersley 수는 0.57)부터 8 Hz 
(Womersley 수는 1.62)까지 변화할 경우 수증기
의 농도 분포도는 맥동의 관성영역이 커짐에 따
라서 매우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상차에 
따라서 농도 값은 달라지지만 그 평균값들은 주
파수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끝으로 채널 전 구간에 걸쳐서 시간 평균값
(위상차에 따른 값들의 평균값)을 Fig. 5 에 정리
하였다. 그래프에 의하면 채널 후단에 맥동을 주
었을 경우, 채널 전단으로 수증기가 확산이 된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6 과 같이 데드 앤드 모
드로 전지를 작동할 경우, 채널 후단에 모여 있던 
수증기는 농도가 짙어지면서 일정 포화압력을 넘
어서면 액체 상태인 물로 변하게 되며, 생성된 물
은 가스 확산층의 기공을 막게 되어 전압이 떨어
지게 된다. 하지만 맥동을 주었을 경우 채널 전단
으로 수증기를 분포시킴으로써 수증기 농도가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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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Relationship between the voltage and the 
pressure variation whether the pulsation is 
applied or not

Fig. 8  Mean purge interval variation for various 
operating pres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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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Mean purge interval variation for various 
current densities and operating pressures

지면서 액화되는 시간을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전압이 하강하는 시간도 길어지게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4. 실험결과 및 고찰

4.1 작동 압력과 전압의 관계

Fig. 7 은 데드 앤드 모드로 전지를 운영할 때
에 퍼지 이후 한 주기에서 나타나는 시간에 따른 
압력과 전압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모든 
전류 밀도 구간에서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퍼지를 위해 수소측 출구 밸브가 열리는 순간 챔
버 내에 가압되어 있던 수소의 압력은 급격히 떨
어지게 되고 반대로 전지의 전압은 급격하게 살
아나게 된다. 맥동이 없이 구동될 경우, 퍼지를 
통하여 물을 배출한 이후에 밸브가 다시 닫히게 
될 경우 세 구간으로 전압 곡선이 떨어지게 된다. 
첫 번째 구간에서는 채널 내부에 물이 생성되면
서 전압이 급하게 떨어지게 된다. 하지만 두 번째 
구간에서는 전압이 떨어지는 기울기가 완만하게 
된다. 이는 채널 내부에 압력이 회복되면서 첫 번
째 구간의 기울기와 압력 회복에 의해 전압이 상
승하려는 기울기가 합쳐져서 일어나는 현상이라
고 할 수 있다. 마지막 구간에서는 압력이 완전히 
회복되고 난 이후 다시 첫 번째 구간의 기울기와 
같은 속도로 전압이 떨어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
다. 본 연구에서는 퍼지를 실시한 이후 밸브가 닫
히게 될 때, 최고 전압 대비 평균 7-8% 하강한 
부분에서 세 번째 구간에 접어들었다. 따라서 모
든 전류 밀도 구간에서 퍼지를 위해 밸브를 여는 
기준을 최고 전압 대비 10% 하강한 부분으로 결
정하였다. 한편, 맥동을 가하였을 경우 같은 조
건에서 전압강하는 세 구간으로 나뉘지 않고 선
형적으로 일어났다. 이 결과를 통하여 맥동 효과
는 채널 내부에 생긴 수증기를 균일하게 분포시
켜 액체 상태의 물로 변하는 시간을 선형적으로 
만들며 전압 강하 역시 선형적으로 나타나게 되
는 것을 알 수 있다.  

4.2 전류와 작동 압력에 따른 주기 특성

전류 밀도와 작동 압력에 따른 주기 특성을 

알아보았다. 한 번의 퍼지를 실시한 이후 다음 퍼
지를 실시할 때까지의 평균 시간을 이용하여 주
기특성을 파악하였다. 따라서 평균시간이 짧다는 
것은 퍼지의 횟수가 많다는 뜻이 되며 반대로 평
균시간이 길다는 것은 퍼지의 횟수가 줄어들었다
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모든 실험은 20회 이
상의 주기를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계산하였다. 
Fig. 8 는 같은 전류 밀도 하에서 작동 압력이 변
함에 따라 주기적인 전지의 전압 특성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내부에 생성된 물이 다공성 물질을 
막기 때문에 데드 앤드 모드로 운전하는 연료전
지의 전압이 떨어지므로 내부에 생성되는 물이 
많은 조건일수록 퍼지 횟수는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9 은 퍼지와 퍼지 사이의 평균 시간
을 전류 밀도 및 압력 변화에 따라 정리한 그래프
이다. 작동 전류가 높아짐에 따라 평균 주기는 선
형적으로 줄어들지 않고 반비례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일정 전류 밀도 이상의 구간에서
는 평균 시간이 차이가 거의 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작동 압력이 높아질수록 전지의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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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은 높아지며 생성되는 물이 많아지게 되므로 
평균 시간은 짧아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4.3 맥동 주파수에 따른 주기 특성

Fig. 10 은 작동 주파수의 변화에 의한 퍼지와 
퍼지 사이의 평균 시간을 정리한 그래프이다. 주
파수가 커질수록 3장에서 해석한 결과와 같이 수
증기 농도가 낮고 균일하게 분포되어 액체 상태
의 물로 변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며 평균 시간 
역시 길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류 밀도가 1.0 
A/cm2 일 때 3 Hz 로 주파수를 주었을 경우, 평균 
시간은 740초에서 1820초로 약 2.5배 이상 길어
진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데드 
앤드 모드로 연료전지를 운전할 때에 맥동 효과
를 후단에 가하게 되면, 물을 퍼지하기 위해 밸브
가 열렸을 때 함께 버려지는 연료의 60% 가량을 
줄일 수 있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반응 면적이 25 cm2 인 고분자 
전해질막 연료전지를 수소측 데드 앤드 모드로 
운전할 경우 성능에 관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back diffusion 에 의해 수소측으로 넘어온 수증기
가 액체 상태의 물로 변하면서 가스 확산층의 물
을 막게 되어 전압이 떨어짐을 알 수 있으며 주기
적인 퍼지를 통하여 일정 전압 이상으로 유지시
켜야 하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퍼지를 하는 동안 
미반응 연료가 함께 나갈 수 있어 퍼지 횟수를 줄
일 수 있는 대안으로 수소측 채널 후단에 맥동 효
과를 가하였다. 이를 통하여 퍼지 횟수를 줄일 수 
있었으며 최대 2.5배로 퍼지와 퍼지 사이의 평균 
시간을 늘릴 수 있었다. 따라서 퍼지 과정을 통해 
버려지는 연료를 60% 가량 줄일 수 있었고 같은 
시간 내에 더 많은 전력량을 생산할 수 있어 연료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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