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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C 셀 성능 향상 및 수명 저하 방지를 위한 입구와 출구 2개의 
유로 설계

김동우* · 염은섭†

Design of flow path with 2 inlet and outlets to improve cell performance and 
prevent cell degradation in Solid Oxide Fuel Cell

Dongwoo Kim* and Eunseop Yeom†

Abstract Solid oxide fuel cells (SOFCs) is the high efficiency fuel cell operating at high temperatures 
ranging from 700-1000°C. Design of the flow paths of the fuel and air in SOFCs is important to 
improve cell performance and prevent cell degradation. However, the uneven distribution of current 
density in the traditional type having one inlet and outlet causes cell degradation. In this regard, the 
parallel flow path with two inlet and outlets was designed and compared to the traditional type based 
on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 simulation. To check the cell performance, hydrogen 
distribution, velocity distribution and current density distribution were monitored. The results validated 
that the parallel designs with two inlets and outlets have a higher cell performance compared to the 
traditional design with one inlet and outlet due to a larger reaction area. In case of uniform-type paths, 
more uniform current density distribution was observed with less cross-sectional variation in flow 
paths. In case of contracted and expanded inflow paths, significant improvement of performance and 
uniform current density was not observed compared to uniform parallel path. Considering SOFC cell 
with uniform current density can prevent cell degradation, more suitable design of SOFC cell with 
less cross-sectional variation in the flow path should be developed. This work can be helpful to 
understand the role of flow distribution in the SOFC performance.

Key Words : SOFC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Interconnector (분리판), Flow path (유로), Anode (연료
극), Cathode (공기극), Current density (전류밀도) 

기호설명

ε Porosity

ρ Density(kg/m3)
U Velocity vector(m/s)
 Shear stress tensor(Pa)
μ Viscosity coefficient of fluid(Pa·s)
κ Permeability(m-2)
Xi Mass fraction of the species i
Di

eff Effective diffusivity of the species i
 Generation and consumption

h Enthal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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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ff Effective thermal conductivity(W/m·K)
η Activation loss and concentration loss
i Current flux vector(A/m2)
σ Electrical conductivity(S/m)
 Heating value due to electrochemical reaction

p Pressure(Pa)
j Current of the cell(A)
t Time(sec)
q Heat transfer rate(W)

1. 서 론

연료전지(Fuel cell)는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 

반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에너지 변환 장치이

다.(1) 연료전지 중에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종류로는 저온형 연료전지인 고분자전해질 

연료전지(Polymer Electrolyte Membrane Fuel Cell, 

PEMFC)와 고온형 연료전지인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Solid Oxide Fuel Cell, SOFC)가 있다. 고온

(700~1000℃)에서 작동하는 SOFC는 전기화학 반

응 촉진을 위한 귀금속 촉매가 필요 없으며, 저온

형 연료전지에 비해 높은 효율을 가진다.(2) 또한, 

SOFC에서는 공급된 연료가 내부에서 개질되므로 

순수한 수소만을 연료로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연료 선택에 대한 자유도가 저온형 연료전지에 비

해 높다.(3)

그러나 SOFC의 높은 작동온도와 비싼 가격 때

문에 실험을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SOFC 

성능을 예측하기 위해 3-D 전산모델을 활용한 여

러 연구들이 이루어졌다.(4,5) 유동 방향에 따른 온

도 분포를 비교했을 때 연료와 공기의 유동 방향

이 반대인 counter-flow 유동에서 가장 작은 온도 

구배가 있었고(6), SOFC의 출력은 전극의 공극률 

변화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연구가 있었

다.(7) 그리고, 가스의 유동이 있는 채널의 단면적 

형상에 따른 SOFC 성능을 비교했을 때 사각형 단

면의 채널이 가장 적합했다.(8) 연료전지의 유로 형

상은 반응물을 공급했을 때 셀 내부에 반응물을 

골고루 분포 시키고, 셀의 온도가 균일하게 형성되

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9) 또한, 연료가 오래 유

로에 머물면 농도 손실을 유발하여 연료전지의 성

능을 저하시키므로 충분한 연료가 공급되도록 유

로가 설계 되어야한다.(10) 선행 연구에서 기존의 

유로와 두개의 출구와 입구를 가지는 평행형 유로

를 가진 경우를 비교했을 때, 개선된 평행형 유로

에서 더 좋은 성능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1)

본 연구에서는 평행형 유로의 형태가 유동, 

SOFC 성능 및 전류 분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려 한다. 이를 위해 입구의 중심 유동의 폭

이 점점 좁아지거나 넓어지도록 유로를 모델링하

고 CFD (computational fluid dynamics)해석으로 기

존의 경우와 비교해보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2.1 전기화학반응

SOFC의 전극은 연료극(Anode)와 공기극(Cathode)

로 이루어지며, 각 전극의 삼상계면(Triple phase 

boundary, TPB)에서 수소의 산화 반응(Oxidation)과 

산소의 환원 반응(Reduction)이 일어난다.  Cathode

에서 산소 분자가 환원되어 산소 이온이 생성되고, 

생성된 산소 이온은 전해질(Electrolyte)을 통해 

Anode로 이동한다. Anode로 이동한 산소 이온은 

수소와 만나 물과 전자를 생성하며, 전자는 외부 

회로를 통해 Cathode로 이동하여 산소의 환원을 

일으킨다. 두 반응을 모두 고려했을 때 셀 전체에

서의 전반적인 반응은 수소와 산소가 만나 물과 

전자를 생성하는 (1)의 반응과 같다.(11)

Overall reaction

H2 + 


O2 → H2O + 2e- (1)

2.2 지배방정식

CFD 해석을 위해 Ansys Fluent(2020R2) 내 "Fuel 

cell and Electrolysis"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지배방

정식은 아래와 같다.

질량 보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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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량 보존

(3)

물질 보존

(4)

에너지 보존

(5)

전하 보존

(6)

단위 부피 내의 질량 변화량은 주어진 시간 동

안에 들어오고 나간 모든 화학종의 질량 합이 같

다는 것을 식 (2)를 통해 나타내고, 식 (3)를 통해 

운동량 또한 보존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리고, 

식 (4)을 통해서는 유체 혼합물 내의 화학종들이 

생성 및 소모되는 현상을 나타내며, 식 (5)을 통해 

연료전지의 열평형을 설명할 수 있고, 식 (6)은 연

료전지 시스템에서 생기는 두 가지 유형의 전하인 

전자와 이온은 모두 전하를 띠지 않는 상태인 수

소와 산소에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시스템 내의 

전하량은 보존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Fig. 1. The geometries of the simulated models and dimensions. (a) Traditional 3D model geometry.
(b) Flow path geometries and dimensions of four models in cathode.

2.3 SOFC 3-D 모델링 및 해석조건

Fig. 1(a)에는 전산해석을 위해 모델링한 3-D 모

델을 나타냈고, Fig. 1(b)에는 디자인한 유로들의 

각각의 형상을 나타냈다. 기존의 Traditional 유형 

분리판의 경우에는 각각 한 개의 입출구를 가지고 

있으며, 그 이외의 Contracted 유형, Expanded 유형, 

Uniform 유형은 각각 두 개의 입출구를 가지고 있

다. 채널들과 채널 사이의 간격은 0.5mm로 동일하

며, 입출구의 폭도 0.5mm로 동일하게 설정했다. 

선행 연구에서 인용한 Uniform 유형(1)의 경우, y축 

방향의 유로를 따라 흐르기 전에 0.667mm2의 일정

한 단면적의 유로 형상을 가진다. 반면에, Contracted 

유형은 0.2mm의 변화폭으로 채널 길이가 감소하

면서 중심부 최대 단면적 2.267mm2에서 중심부 최

소 단면적 0.667mm2으로 중심부 단면적이 점점 감

소하는 유로를 가지며, Expanded 유형에서는 같은 

변화폭으로 중심부 단면적이 점점 증가하는 유로

를 가지도록 설계했다.

Table 1에는 해석에 사용한 입구 경계조건을 나

타냈다. 입구가 두 개인 Contracted, Expanded, 

Uniform 유형에서는 질량 유량의 합이 Table 1과 

같도록 각 입구에 절반의 유량을 가지게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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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Boundary conditions of the inlet

Mass flow
[kg/s]

Temperature
[K] species

Anode inlet 1.2 x 10-7 1023 H2 97%
H2O 3%

Cathode inlet 4.2 x 10-6 1023 O2 100%

설정했으며, 출구의 경계조건은 0Pa으로 해석을 

진행했다. Table 2에는 선행 연구에서의 실험을 참

고하여 전산해석에 사용한 각 부품의 물성치를 나

타냈다.(11)

3. 결과

3.1 속력 분포

Fig. 2에는 셀이 0.2V에서 동작할 때 각 모델에 

Material Density
[kg/m3]

Specific heat
[J/kg·K]

Thermal conductivity
[W/m·K]

Electrical conductivity
[siemens/m] Porosity

Interconnector 8900 450 72 15000000 0

Anode 4200 377 11 5000 0.3

Electrolyte 6010 2000 2 10-16 0

Cathode 6350 377 2.37 5000 0.3

Table 2. Properties of the SOFC components used in the CFD simulation

Fig. 2. Velocity distribution of (a) anode channel (z=2.76mm) and (b) cathode channel (z=1mm) at 0.2V

대한 속력 분포를 나타냈다. 경계조건으로 설정

된 cathode에 유입되는 산소의 질량 유량은 anode

에 유입되는 연료의 질량 유량의 35배이므로 

cathode는 anode에 비해 약 2.3배로 빠른 입구 속력

을 갖는다. 네 가지 경우 모두 입출구와 평행한 유

로에서 최대 속력이 나타났지만 입출구를 1개씩 

가지는 Traditional 유형의 경우 y축 방향으로의 유

로에서는 대부분의 유동이 입출구에 가까운 2~3개

의 유로에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입출구를 2개씩 

가지는 평행형 유형 중에서는 Uniform 유형의 경

우에 y축 방향으로 흐르는 유로에 가장 고른 유동

이 분포하는 것을 볼 수 있고, Contracted 유형과 

Expanded 유형의 경우에는 입구와 가까운 유로가 

가운데에 위치한 유로에 비해 느린 유동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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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urrent density distribution of the cell models (z=1.54mm) at 0.2V

Fig. 4. Hydrogen mole fraction distribution of the anode channels (z=2.76mm) at 0.2V

3.2 전류밀도 분포

Fig. 3에는 각 모델에 대한 전산해석 결과에서 

전류 도를 나타냈다. 각 경우의 최대 전류 도는 

Traditional 유형에서 132,880 A/m2, Contracted 유형

에서 637,338 A/m2, Expanded 유형에서 666.005 

A/m2, 그리고 Uniform 유형에서 211,044 A/m2이다. 

전류 도는 유동이 많이 발생하는 입출구와 평행

한 방향 유로를 따라 높게 형성되었다. Traditional 

유형의 경우에는 셀의 y축 상단부와 하단부 유로 

부근에서 최대 전류 도가 형성되었고, Uniform 

유형의 경우에는 셀의 상단과 하단, 그리고 중단부

에서 최대 전류 도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Contracted 유형과 Expanded 유형에서는 셀 중단부

의 넓은 유로에서 600,000 A/m2 이상으로 다른 부

분보다 훨씬 높은 전류 도가 형성된다. 전류 도

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 중 하나는 H2의 유량

이므로(12), Fig. 2에서 anode에서의 속력이 빠르거

나 단면적이 커져 H2 유량이 많아지는 부분에는 높

은 전류 도가 형성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하지만, Joule의 법칙에 따르면 전류 도가 커

질수록 Joule heating으로 인한 가열량이 급격히 커져 

셀의 열화를 촉진시키므로(13,14) 부분적으로 높게 

발생하는 전류 도는 셀의 수명을 저하시킨다. 따

라서, 국부적으로 높은 전류 도를 가지는 Contracted 

유형과 Expanded 유형의 유로는 셀의 수명을 고려

했을 때 적합하지 않다. 

3.3 H2 몰 분율

Fig. 4에는 수소의 몰 분율 분포를 나타냈다. 수

소의 몰 분율은 연료가 유입되는 입구 근처에서 

가장 높고, 입구에서 멀어질수록 점점 감소하는 것

을 볼 수 있다. Traditional 유형에서는 1개의 입구

를 중심으로 입구에서 멀어질수록 연료의 수소 함

량이 점점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고, Contracted 

유형과 Expanded 유형, 그리고 Uniform 유형에서

는 입구가 좌우로 2개 위치하므로 대칭적인 수소 

분포를 볼 수 있다. 입구가 2개인 유형들은 수소 

함량이 높은 연료가 대칭적으로 입구 주위의 두 

지점에 위치하고, 전기화학 반응 면적이 넓을수록 

반응이 원활하게 일어나 셀 성능이 향상되므로(15) 

입구가 2개인 형상이 입구가 1개인 형상에 비해 

셀 성능 측면에서 유리하다. 또한, Fig. 4에서도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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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2개인 경우에 수소가 더욱 빠르게 소모되어 

입구가 1개인 Traditional 유형보다 수소 분포가 셀 

전체에 고르게 나타나며, 출구에서의 수소 함량도 

더 낮게 나타났다. 

3.4 셀 성능 비교

Fig. 5에는 4개의 모델에 대한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 전산해석 결과를 I-V 곡선으로 나타냈다. 동

일한 전압(Voltage)을 가진 경우에 전류 도

(Current density)가 클수록 좋은 성능을 가진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Uniform 유형의 모델이 가장 

좋은 성능을 가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높은 전

압에서는 4개의 모델이 거의 같은 전류 도를 가

지지만 0.6V 이하의 낮은 전압에서는 유동에 따른 

농도 손실로 인해 성능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0.2V에서의 전산해석 결과를 비교했을 때, 

Uniform 유형이 2.3030 A/cm2으로 가장 높은 전류 

도를 가지며, 그 다음으로 Expanded 유형은 

2.2874 A/cm2, Contracted 유형은 2.2861 A/cm2, 그

리고 Traditional 유형은 2.2357 A/cm2의 순으로 높

은 전류 도를 가진다. 따라서, 0.2V에서 셀이 작

동하는 경우에 Uniform 유형이 Traditional 유형에 

비해 약 2.9% 높은 성능을 가지고, Contracted 유형

과 Expanded 유형에 비해서는 1% 이내로 높은 성

능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총 유

량이 동일한 경우에 1개의 입구를 가지는 형상보

다 2개의 입구를 가지는 형상이 셀의 성능 측면에

서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Fig. 4의 

Fig. 5. I-V curve of the four models to 
compare the cell performance

수소 몰 분율 분포에서 높은 함량의 수소를 가진 

연료가 입구가 2개인 경우에 더 넓은 반응 면적을 

가지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Fig. 3의 전류 도 분포에서 최대 전류

도는 Uniform 유형에 비해 Contracted 유형과 

Expanded 유형에서 3배 가량 더 높게 나타났지만 

Fig. 5에서 셀 전반에 걸친 전류 도는 Uniform 유

형에서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2.

의 속력 분포에서 유로 전체적으로 가장 균일한 

유동을 보이는 Uniform 유형이 셀 성능이 높은 것

으로 보아 최대 전류 도의 크기보다는 균일한 유

동을 가지도록 유로를 설계하는 것이 셀 성능 측

면에서도 더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결 론

SOFC 유로 형상에 따른 전류 도와 셀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 4가지 유형의 모델에 대한 3-D 모

델링 및 전산해석을 진행했다. 전산해석 결과를 통

해 유로의 속력 분포, 전류 도 분포 및 수소 분포

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I-V 곡선으로 셀의 성능을 

비교할 수 있었다. 속력 분포를 통해 입구와 출구

가 1개인 유로에 비해 입구와 출구가 각각 2개인 

유로에서 반응물이 더 균일하게 전달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고, 유로 단면적이 변하는 Contracted 

유로와 Expanded 유로에 비해 유로 단면적이 일정

한 Uniform 유로에서 가장 균일한 유동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전류 도 분포를 통해서는 

유로에서 유량이 많은 부분에서 높은 전류 도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최대 전류 도는 

Expanded 유형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수

소의 몰 분율 분포를 통해서 연료가 유입되는 입

구 근처에서 가장 높은 수소 함량을 가지고 있다

가 입구에서 멀어질수록 수소 함량이 점차 감소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입구와 출구가 1개인 

Traditional 유형과는 다르게 입구와 출구가 각각 2

개인 유형들에서는 대칭적인 수소 분포가 나타나 

높은 함량의 수소를 가진 연료가 반응할 수 있는 

반응 단면적이 더 넓게 나타나기 때문에 수소 소

모량이 더 많았다. 이에 따라, 셀 성능도 입구와 출

구가 1개인 Traditional 유형에 비해 입구와 출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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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인 Contracted 유형, Expanded 유형, Uniform 유

형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입구와 출구가 2개인 유

형들끼리 비교했을 때는 유로 내의 유동이 가장 

균일하게 나타난 Uniform 유형에서 가장 높은 성

능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최대 전류 도가 

높은 경우보다 유동이 균일한 형상에서 더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셀의 성능에는 최대 

전류 도의 크기보다는 유로 내에 균일한 유동을 

발생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

고, 유로 단면적의 변화가 적을수록 유로 내에 균

일한 유동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한, 유로 단면적의 변화는 부분적으로 큰 전류 도

를 발생시켜 셀 수명 저하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유로 단면적의 변화가 적은 형상으로 유로를 설계

하는 것이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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