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현대 산업 사회의 에너지 소비 증가에 따른  석

탄, 석유 등의 화석 에너지 고갈과 화석 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연료

전지, 풍력, 태양광 등과 같은 친환경적인 대체 

에너지 분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연료전지시스템은 환경 조건에 영향을 

받는 풍력, 태양광과는 달리 상시 운전이 가능하

고 전기에너지와 열에너지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또한 인류 문명의 발전과 함께 에너지원의 추이

가 탄소 함유율 감소, 수소 함유율 증가의 방향

으로 변화함에 따라 향후에는 수소경제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으로 연료전지

시스템에 대한 관심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연료전지시스템은 저전압, 고전류의 특성을 가지

며, 부하에 따라 발전 전압이 변동하는 직류전원

으로써 이를 상용전원의 안정적 교류전원으로 이

용하기 위해서는 전력변환장치의 출력제어, 부하

의 안정적 전원공급을 위한 BOP(Balance of 

Plant)제어 그리고 부하에 따른 연료공급장치(개

질기) 제어가 동시에 수행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스택 발전에 필요한 수소를 안정

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수소 개질 과정에 필요한 

열량을 정확히 그리고 변동없이 가해주는 온도제

어 시험을 수행하였다. 이 시험에서 사용된 제어

기는 PI 제어기이고, TMS320F2812 DSP 

Controller를 통해 구현하였다. 그리고 1kW급 계

통연계 연료전지시스템에 적용하여 시험을 진행

한 후 제어기 성능을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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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스템 구성

1kW급 연료전지시스템 내에는 전기와 열을 생

산하는 스택과 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연료인 수

소를 도시가스에서 개질하여 스택에 공급하는 개

질기, 그리고 생산된 전기를 가정에서 사용가능

한 AC 220V로 변환해주는 전력변환기 등으로 구

성된다.
 

Fig 1. Hyosung's prototype 1kW class PEFC RPG 
system.

2.1 스택

1kW급 연료전지시스템에는 기존의 가스 인프

라를 통해 공급되고 있는 도시가스를 개질하여 

다량의 수소로 구성된 혼합가스로 변환하고, 이 

혼합가스를 발전 연료로 공급하는 방식을 채택하

고 있다. 또한, 반응 시 발생하는 열을 활용하기 

위해 열회수를 위한 배관이 포함되어 있다. 

수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개질된 연료 가스 내에

는 미량의 일산화탄소가 포함되어 있으며,1) 고분

자 전해질형 연료전지의 경우 개질가스 중의 일

산화탄소가 연료전지 anode의 백금 촉매의 활성

표면에 흡착되어 반응에 필요한 수소의 산화반응

을 저해한다.2) 이에 효성에서는 일산화탄소 농도

에 대한 연료전지의 거동 특성을 파악하고, 일산

화탄소에 의한 촉매 피독 시의 성능 회복 방안을 

마련하여 시스템 개발 시 적용하였다.

2.2 개질기

개질기 시스템의 모든 성능은 반응기의 온도에 

좌우가 된다. 반응 온도가 허용 범위에서 조금 

높거나 낮거나 한다면 그에 따른 영향은 개질가

스의 조성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또한, 가정용 

연료전지 시스템은 일산화탄소에 의한 피독은 시

스템 성능에 치명적이므로 단독 성능 시험을 통

해 사전에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개질기 단독 성능 시험 시 개질 가스 및 배출 가

스의 유량을 확인하기 위해 습식 유량계

(Shinagawa社, W-NK-5A) 를 사용하였다. 또한 개

질 가스의 조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비 분산 적외

선 분광기(NDIR)및 보다 측정시간은 길지만, 보

다 정밀한 측정이 가능한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Gas Chromatography)를 동시에 사용하였다.Fig. 

2은 개질 가스 및 배출 가스 성분 측정 장치의 

구성도이다.

Fig. 2 Schematic test equipment of fuel processor 
reactants.

2.3 전력변환기

전력변환기(PCS : Power Conditioning System) 

는 대전류, 저전압 특성을 갖는 연료전지의 직류 

전원을 상용전원인 교류 전원으로 변환하여 기존 

계통에 전력을 공급하는 기능을 하며 과전압, 과

전류, 저전압, 주파수저하, 주파수상승, 단독 운

전 방지의 보호기능을 가지고 있다. 계통이 정상

이고 입력 직류 전압이 운전 가능한 전압일 경우 

계통에 연계되어 운전되며 이때 발생전력은 상위

제어기(연료전지 시스템 제어기)에서의 지령치에 

의해 결정된다.

전력변환기의 내부 구성도를 Fig. 3에 나타내었

다. 전력변환기는 크게 연료전지의 낮은 직류 전

압을 인버터에 요구하는 전압으로 승압하기 위한 

DC/DC 컨버터부, 승압된 직류전압을 교류전원 변

환하기 위한 DC/AC 인버터부, 컨버터와 인버터를 

제어하는 제어부, 제어부에 전원을 공급하는 제

어전원부로 구성되어 있다. Table 1은 당사에서 

적용 중인 1kW급 전력변환기의 사양을 나타내고 

있다.



Fig. 3 Construction of PCS.

Table 1  Specification of PCS.

항 목 내 용

입력전압범위 30~70V

정격입력용량 1,100W

정격입력전류 23A

출력전압 1φ 220Vac± 10%

정격출력용량 1kW

2.4 PID 제어기

시스템 제어기는 각종 온도제어, 유량제어, 출력

제어, 시스템 보호 등을 수행하며 안정적인 시스

템 운영을 책임진다. 아래 Fig 4.의 제어기는 

Main Processor부 (TMS320F2812)와 주변회로부로 

구성되어 있다.

Fig. 4 Constitution of DSP controller board.

3. 개질기 온도 제어

 3.1 PI 제어기 설계

연료전지 시스템에서 온도 제어의 목적은 스택이 

전력을 생산하는데 필요로 하는 수소를 안정적으

로 정확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개질기의 온도를 

안정화 시키는데 있다. 개질기 온도가 불안정하

면 전환율이 낮아지고 이로 인해 수소 공급량이 

감소하여 수소이용률이 증가하게 된다. 생산 전

력이 감소되고 스택에 손상을 줄 수도 있다. 그

리고 공급량이 흔들리면 개질기와 시스템이 안정

되지 못하고 효율이 낮아진다. 여기서 사용된 PI 

제어기는 구조가 간단하고 제어성능이 우수하며 

제어이득 조정이 쉬워 산업현장에서 많이 사용되

고 있다. PID 제어기는 비례, 적분, 미분 제어의 

세 부분을 조합하여 구성하는 제어기로 시스템의 

감쇠비를 증가시키고 상승시간을 빠르게 개선하

는 동시에 정상상태 오차도 개선시키는 등 정상

상태응답과 과도상태응답을 모두 개선하는 효과

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인 제어 시스템은 아래와 같이 Fig 5으로 

나타낼 수 있다.4)

Fig 5. PID 제어 시스템

위 그림에서 PID 제어기(C)의 전달 함수를 아래 

식(1)과 같이 나타낸다.

C(s) =  
U (s)
E (s)

=Kp+KdS+
Ki

S
        (1)

그리고 식(1)을 시간영역에서 나타내면, 아래식

(2)와 같다. 

u(t) = Kpe(t) + Kd
d
dt

e (t)+Ki

0

t

e(τ )dτ     (2)

위 식(2)에서 시스템(P)를 안정화시키고 동적 응

답특성을 결정짓는 PID 제어기 Gain값인

Kp, K d, Ki 를 찾아 제어기를 설계 한다.

이 Gain값을 결정하는 방법에는 크게 무모델 조

정법과 모델기반 조정법으로 나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무모델 조정법 중 지글러-니콜스 

(Ziegler-Nichols) 방법을 이용하여 PI Gain값을 

결정하였고, 세부적인 Gain Tuning을 진행하여 



PI 제어기를 설계하였다.5)

3.2 PI 제어 성능 시험

 앞에서 설계된 PI 제어기의 성능 평가를 위해 

PI 제어 성능 시험을 하였다. 목표온도는 개질기 

700℃ 이고 버너는 750℃이다. 그리고 ∓5℃ 범

위 이내로 제어한다. 이 PI 제어기를 적용하여 

시험한 결과를 아래 그래프에 나타내었다.

Fig 6. PI 제어 성능 시험 

Fig 6.에서 보는 것처럼 버너와 개질기의 온도가 

목표온도의 ∓5℃ 범위 이내로 제어됨을 볼 수 

있다. 이 시험에서 개질기 온도를 조절하기 위한 

제어변수는 버너 온도이고, 버너 온도를 조절하

기 위한 제어변수는 버너 NG와 버너 AIR이다. 그

리고 PI제어기에 의해 버너 NG 값을 도출되면 버

너 AIR는 공연비에 맞게 버너 NG 값에 연동되어 

결정된다.

3.3 부하 변동시 앞먹임 제어 성능 시험

  

Fig 7. 부하 변동시 제어 성능 시험 

1kW급 연료전지시스템에서 부하 조건이 변동

되면 스택의 수소 소비량이 바뀌고 변화된 조건

에 알맞은 열량을 공급하기 위해 버너 NG와 버

너 AIR를 조절해 주여야 한다. 여기서는 부하가 

변동하면 스택의 Anode-off Gas내의 잔여 연료를 

계산하여 추가로 필요한 NG량을 구하고 여기에 

맞는 버너 AIR값을 계산하여 미리 적용해준다. 
Fig 7.에서는 이런 feedforward 절차에 의해 PCS 
출력값, 부하조건이 변동하더라도 개질기와 버너

의 온도가 안정적으로 일정하게 유지됨을 확인할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연료전지 시스템의 중요 제어요소 

중 하나인 개질기 온도제어에 PI 제어기를 설계

하여 진행하였고 그 제어기 성능을 평가하였다. 

PI 제어를 통해 개질기에 필요한 반응 온도를 ∓
5℃ 범위 내에서 제어하였고, 외란이라고 할 수 

있는 부하 변동시에는 feedforward 제어를 적용

하여 개질기 온도 변화에 미리 대응하여 변화폭

이 작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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