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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창의적 문제 해결능력 향상에 필요한 기초 이론과 이를 응용하고 실습하기 위한 

Chem-E-Car 교육 강의 모델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강의 모델은 "창의 설계 및 제어"라는 과목을 통

하여 강의되었으며, 구체적 강의 내용은 학생들의 창의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TRIZ 강의, Chem-E-Car 

제작에 필요한 기초 지식인 공정제어 강의 그리고 실제 Chem-E-Car 제작 및 경연대회 등으로 구성 

되었다. 특히 Chem-E-Car제작을 위한 주요 장치인 연료 전지의 유로를 직접 설계 및 공정모사를 수

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Chem-E-Car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학생들의 창의력 증진을 위한 의욕을 

고취시켰다. 또한 Chem-E-Car대회의 수상자는 한국화학공학회에서 개최한 '전국 학생 창의설계 경진

대회'에 참가하여 수상하였으며, 이는 한국공학교육인증(ABEEK) 프로그램을 준비하거나 운영하고 있

는 여러 대학의 창의설계 과목에 대한 이해를 증진 시켰다. 또한 무공해 연료전지 자동차 개발의 기본

지식을 습득하고, 연료전지에 관한 저변 연구 인력 확보에 기여하였다.

Abstract

The engineer's creativity is becoming more important as high value-added products are required. In 

this paper, a new curriculum model for creative engineering education has been developed. This study 

proposes the method of applying Chem-E-Car to the chemical engineering education for students to 

develop creativity. The Chem-E-Car is used as a given problem to students for developing safety study, 

teamwork, communication skill and creativity. The PBL(problem based Learning) is used in the class. 

The problem in this case is to make the Chem-E-Car, a shoebox sized car powered only by chemical 

reactions. Four types of Chem-E-Car such as turbine, rocket, voltaic cell and fuel cell are developed 

through out this program. The fuel cell powered Chem-E-Car is emphasized to students as new 

problems with constraints. This paper shows how the students solved the problems with creativity.



김지용, 김홍성, 임종구, 문일(Jiyong Kim, Hongseong Kim, Jongkoo Lim and Il Moon)

공학교육연구6

주제어: 창의설계, 연료 지, Chem-E-Car

Keywords: Creative Chemical Engineering Education, Fuel Cell, Chem-E-Car

Ⅰ. 서  론

1. 창의 공학교육의 필요성 

21세기 미래 사회는 정보화를 기반으로 다양화, 특성화, 전문화와 함께 세계화를 추구하고 있다. 또

한 국가 체제 중심이 아닌 지역 공동체나 세계 기구 등을 중심으로 전환된 사회, 수요자나 고객 중심

의 사회이다. 이러한 급변하는 사회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공학기술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을 선도하는 공학교육자의 역할이 매우 크며, 단순한 기능 인력보다는 창의적인 문제해결력을 

지닌 고급 정보 기술 인력이 요구 되고 있다. 그러므로 고도의 지식정보사회에 대비하여 개인 및 조직

의 창의력 증진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문일, 장병무, 1996; 위은량 외, 2000).

현재까지 창의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널리 알려진 Brainstorming에서부터 Brain writing, Checklist, 

Morphological Analysis, Synectics 등 많은 방법 및 기법들이 소개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기법들은 

실제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단지 문제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만을 제공한다. 즉, 무엇을 해

결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지 않는다. 따라서 단순한 

문제해결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실질적 경험이 필요하다.

학생들의 창의력은 참신하고 획기적이어서 연료전지의 유로 설계와 같은 연료전지의 성능을 향상시

킬 수 있는 아이디어 창출이 가능하다. 개발된 강의 모델에서는 Chem-E-Car를 학생 스스로 제작, 운

전 하며 부딪히는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강의에서는 Chem-E-Car의 동력

원으로 대체 에너지 기술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부각되는 연료전지를 사용하여 연료전지의 유로를 설

계, 제작 하였다. 또한 공정모사를 수행하여 연료전지의 최적 성능을 내기 위한 유로 설계의 공정변수

를 결정하였고, 무공해 연료전지 자동차 개발의 기본지식 습득과 에너지 문제를 인식 시켰다.

본 연구에서는 창의성을 문제해결능력으로 정의 하여 새로운 문제 상황에 적절한 것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 주어진 문제나 감지된 문제를 분석하고, 독창적이고 유용한 산출물을 만들어 내는 능력, 문

제와 연관성 있고, 효과적인 새로운 사고나 산출물을 생산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었다(위

은량 외, 2000).

[그림 1] 창의  문제해결 방법(Rantanen & Domb,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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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공학기술의 현황

과거의 우리나라 공학기술은 모방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가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

로 짧은 기간 안에 전환하기 위한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대 흐름에 편승하여 모방을 통해 만

들어진 기술, 제품은 수요자의 외면으로 이제 더 이상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지 못한다. 이러

한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면 창의적 선도자만이 생존할 수 있는 미래의 산업과 시장, 디지털 기술이 

기초가 되는 지식정보사회, 디지털 기술을 근간으로 한 세계화에 대처할 수 없음이 자명하다. 따라서 

창의적인 사고와 독창적인 설계 능력을 갖춘 엔지니어의 양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창의적이며, 

종합적이고 현장 체험형의 공학 설계 교육이 필요하다(김원희, 1999).

3. 외국의 사례

창의력 증진을 위한 학부 강의 과정으로 미국의 경우 최근 매년 미국 화공학회(American Institute 

of Chemical Engineering, AIChE)에서 화학반응만으로 자동차를 구동시켜 일정거리를 달리게 하는 

Chem-E-Car 대회를 주최하고 있다. 화학반응을 통해 반응기 안에서 기체를 발생시켜 압력을 높인 후 

노즐을 통해 방출할 때 발생하는 힘으로 터빈을 돌리거나, 직접 분사해서 구동시키는 방법 등 독창적

이고 창의적인 방법들이 사용되었다. 더 나아가 요즘은 친환경적인 측면과 안전을 고려한 볼타전지나 

연료 전지 등을 이용한 방법들까지 사용되고 있다. 이 대회를 통해 학부생들의 창의력을 증진시키고 

연료 전지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이바지 하고 있다.

Ⅱ. 창의 공학교육

1. 창의설계와 제어이론

가. 개요 및 목적

문제해결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문제를 관찰하는 방법의 차이이고,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순서를 결정하는 방법과 순서에 의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방법을 선택하는 능력

의 차이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 개발된 강의 모델에서는 창의성을 문제해결 능력으로 정의하고, 창의적 

공학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력 향상을 목적으로 강의안을 개발 하였다.

창의력 향상을 위한 강의 모델은 연세대학교 화학공학과 3, 4학년을 대상으로 ‘창의설계와 제어’라

는 과목으로 개설되었다. 화학공학과의 주요과목인 공정제어와 창의적 설계에 대해 강의하여 제어 대

상의 결정, 적절한 측정대상과 제어대상의 선택 및 루프의 결정, 적절한 제어법칙 확립 등을 다루었다. 

또한 공학용 전산모사 프로그램인 MATLAB과 FLUENTⓇ를 이용하여 예제를 실습하고 이러한 경험

을 바탕으로 Chem-E-Car를 직접 제작, 설계에 적용하였다. 이는 실제로 Chem-E-Car를 제작하여 

수업을 통해 배운 내용을 적용시켜 보고 이론적 지식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실제로 

부딪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을 통해 창의력 향상 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였다. Chem-E-Car 설계 

및 제작은 조를 편성하여 수행하였고, Chem-E-Car 경주 대회를 개최 하였다.

나. 강의 계획

개발된 강의 모델은 공정제어 문제들의 성질과 특성,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이론적 강의를 기초로 

하여 창의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되었다. 또한 창조적 문제해결 이론(Theory of Inventive 

Problem Solving: TIPS)을 강의하여 창의적으로 문제의 해결책을 도출하고자 하는 능력을 향상 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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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했다. 조교 수업시간에는 공정제어 이론과 공학용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인 MATLAB과 

FLUENTⓇ를 이용하여 복잡한 공정의 제어기술의 모델링 방법을 습득하고, Chem-E-Car 제작을 통

해 부딪히게 되는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 할 수 있도록 학습을 계획 하였다.

<표 1> ‘창의설계  제어’ 수업 계획서 

교과목명 창의설계 및 제어 학점 3

 ◆ 교과목의 목표

   - 현대적 제어 기술을 경험하고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 시킨다.

   - 소프트웨어(MATLAB)을 이용하여 제어 문제를 다룰 수 있다.

   - Chem-E-Car 모델을 설계하고 제어하는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 사고를 할 수 있다.

 ◆ 교과목 개요

   - 공정 동력학 및 제어이론의 창의적 설계 입문 과목이다. 

   - 제어 대상의 결정, 적절한 측정대상과 조절대상의 선택 및 루프의 결정, 적절한 제어 법칙 확

     립등을 다루며 소프트웨어(MATLAB)을 이용하여 예제를 실습한다. 이상의 이론과 경험을 바탕 

     으로 Chem-E-Car를 직접 제작, 설계한다.

   - Chem-E-Car 설계 및 제작은 조를 편성하여 실행하고 Chem-E-Car 경주 대회를 개최한다.

 ◆ 교과목의 전문분야에의 기여도

   - 공정제어 문제들의 성질과 특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MATLAB을 이용하여 복잡한 

     공정의 제어계 설계를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Dorothy H. Evensen et al., Problem-Based Learning

   - Barbara J. Duch et al., The Power of Problem-Based Learning

   - Edward Lumsdaine et al., Creative Problem Solving and Engineering Design

   - 김영채, 창의적 문제해결

   - Kalevi Rantanen et al., 알기쉬운 트리즈

   - 야마다 이쿠오 외, TRIZ로 배우는 창의적 설계

   - Shin Taguchi et al., Robust Engineering

 ◆ 수업진행방식

   - 강의 및 토론, 발표

   - 조교수업 : MATLAB, FLUENTⓇ 실습 및 Chem-E-Car 제작

 ◆ 성적평가방법

   - 시험: 40%, 포트폴리오: 30%, 프로젝트: 30%

<표 2> 자동차 설계부분 강의 진행 일정

Lecture Term Project

Week 1  Chem-E-Car Rule  조 이름, 차체디자인, Concept 기초안 제출

Week 2  Safety  자체 제작 및 운전 검토

Week 3  Project Management  조별면담(교수님)

Week 4  Design Creativity  운전 및 포스터 발표 준비

Week 5  Creative Thinking  포스터 발표

Week 6
 Presentation/Technical          

 Writing
 Chem-E-Car 경진대회

Week 7  Evaluation  전시회(연세대학교 공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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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내용은 크게 이론학습과 실습으로 나누었다. 이론학습에는 공정제어 이론, 공학용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인 MATLAB과 FLUENTⓇ을 강의하였으며, 창의력의 향상을 위한 TRIZ등을 병행하여 강의 

하였다. 실습은 이론학습을 통해 배운 내용을 Chem-E-Car 제작을 통해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 졌다.

<표 3> ‘창의설계  제어’ 조명칭  주요 화학반응

Year Team Name Reaction & Power Source

2003

으랏車車

Beer Festival

我카樂카

Jet Car

 

연세 Molecar

 Peroxide + Manganese Dioxide(Catalyst) →

 Water + Oxygen

 Peroxide + Manganese Dioxide(Catalyst) →

 Water + Oxygen

 Peroxide + Manganese Dioxide(Catalyst) →

 Water + Oxygen

 Acetic Acid + Sodium Hydrogen Carbonate →

 Sodium Acetate + Water + Carbon Dioxide

 Peroxide + Manganese Dioxide(Catalyst) →

 Water + Oxygen

2004

Moonwalk

Seabiscuit

The Extreme

 Voltaic Cell

 Voltaic Cell

 Direct Methanol Fuel Cell(DMFC)

2005

New Balance

Metallica

LET'S GO

지화자

Yong차渶차

 Direct Methanol Fuel Cell(DMFC)

 Poly Electrolyte Membrane Fuel Cell(PEMFC)

 Poly Electrolyte Membrane Fuel Cell(PEMFC)

 Poly Electrolyte Membrane Fuel Cell(PEMFC)

 Poly Electrolyte Membrane Fuel Cell(PEMFC)

다. 창의력 증진을 위한 TRIZ 교육

1) TRIZ 정의

TRIZ는 창조적 문제해결 이론(Theory of Inventive Problem Solving : TIPS)이란 뜻의 러시아말

(Teoriya Reshniya Izobretatelskikh Zadatch)의 머리글자이다. 이는 수많은 특허를 통계적으로 분석

하여 도출한 정보를 이용해서 창의적인 문제 해결책을 도출하고자 하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 방

법이다. TRIZ는 구 소련에서 200만 건이 넘는 특허를 분석하여 창의적 문제 해결에 사용되는 공통 원

리를 추출, 분석하여 창의적 문제 해결의 원리로써 정리해 놓은 것이다. 발상의 전환을 통하여 획기적

인 아이디어가 도출되어야 할 때,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만한 창의의 원리들과 함께 가이드라인을 제시

한다(겐리흐 알트슐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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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TRIZ 시스템

2) TRIZ를 이용한 문제해결

TRIZ는 제품 및 공정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기술적 모순, 물리적 모순, 물질-장 

모델, 물질-장 분석 등이 있으며, 각 모델에 대한 방법론으로 최종 이상해, 난쟁이 모델, 기능 분석, 진

화 법칙, ARIZ 등이 있다. 특히 이런 방법들은 주어진 문제를 가장 이상적으로 해결하는데 관건이 되

는 모순을 찾아내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방법론이다.

TRIZ 강의는 학생들이 Chem-E-Car 제작 과정인 차체 디자인, 연료전지 설계 등에서 부딪히는 문

제를 해결 하는데 응용되었다. [그림 3]은 구체적인 문제를 일반적인 문제로 변환한 뒤(Classification), 

그에 대한 일반적인 해결책을 찾고(Solving Contradictions),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해결책을 구하는

(Specification) TRIZ의 문제 해결 과정을 나타낸다.

[그림 3] TRIZ의 문제 해결 과정

라. 안전 교육

1)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

학생들의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첫 시간부터 안전에 대한 쳬계적인 강의 및 주의 환기가 

필요하다. 강의의 한 부분으로 MSDS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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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과 제조회사 정보

 ․물질명 : 수소(HYDROGEN)

 ․CAS 번호 : 1333 - 74 - 0

 ․팀명 : Let's Go

 ․화학식(분자량)및 조성 : H2 (M.W = 2.02)

물리, 화학적 성질

 ․융  점(℃) : -259                

 ․비  점(℃) : -252.9

 ․증기비중(공기=1) : 0.07    

 ․비  중(물=1) : 0.07

 ․수용성 : 난용

 ․외관 및 냄새 ; 무색 무취의 기체

화재, 폭발 위험성

 ․발화점(℃) : 500

 ․폭발한계(%) 상한 : 75

 ․폭발한계(%) 하한 : 4.0

 ․안전성

   공기와의 폭발범위가 넓으므로 폭발성 혼합가스를 만들기 쉽다.

 ․혼합금지 물질

   할로겐 가스와 혼합하면 직사광선에 의해서도 폭발한다.

 ․분해, 중합 위험성

   매우 잘 탄다.

소 방 활 동

MSDS(물질안전 보건자료)는 미국 노동성 산하 노동안전위생국(Occupational Safety & Health 

Administration, OSHA)이 1983년 약 600여종의 화학물질이 작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유해하다

고 여겨서 이들 물질의 유해 기준을 마련하면서 탄생 되었다. 이 기준은 1985년에 발효되었으며 때마

침 주나 지방 근로자의 알 권리(right-to-know)에 대한 연방법안에 동조하는 대규모 화학 회사들이 

지지하고 나서서 MSDS에 대한 시안이 마련되었는데 이 보건자료에 화학명, CAS(Chemical Abstracts 

Service) 등록번호, 유해한 물리·화학적 특성 그리고 알려진 급·만성 건강자료가 포함되어 있고, 화학

회사들은 노동안전위생국에게 정확한 유해정보를 양도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자신의 기

관인 화학 제조업자 협회(Chem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 CMA)가 미국 표준연구소(ANSI)의 

공인을 얻어서 4년 동안의 작업 끝에 1992년 통일된 MSDS 안을 제정하여 공포하게 되었다(노동부, 

1997).

이러한 취지로 제정된 MSDS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취급하기 위하여 근로자나 실수요자에게 필요

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물질에 의한 산업재해나 직업병 등을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판매하거나 

양도 할 때에 MSDS를 사용자에게 전달하게 된다. 이런 MSDS의 강의를 통해 학생들이 연료전지에 사

용되는 화학물질인 수소와 메탄올의 대한 MSDS를 제작하여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 이해하는데 돕도록 

했다. 아래 <표 4>는 제공된 MSDS로부터 학생들의 필요에 의해 작성한 MSDS의 예이다.

<표 4> 수소 MS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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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제        

   물, 알코올 거품, 분말, 탄산가스 소화기

 ․소화 방법

   실린더드에 착화한 경우 화염의 근원에 분말소화기를 분사하여 소화한다.   

인 체 유 해 성

 허용농도 [ TWA :             ]          STEL :                   C :     

 LD50 :

 LC50 :

 ․인체침입시 증상 

   피부접촉시 - 액체에 접촉할 경우 동상, 피부화상을 일으킨다.

   눈접촉시 - 좁은 공간에서 사용시 공기중의 산소농도를 저하시켜 산소결핍을 일으킨다.

 ․인체침입시 경로 : 흡입

 ․급성영향

 ․만성영향

 ․응급처치 요령

   피부접촉시 - 액체와 접촉시 맑은 물로 충분히 씻는다.

   흡입시 - 신선한 곳에서 안정, 보온한다.   필요시에는 인공호흡, 또는 산소흡입을 행한다.

   * 의사의 진단을 받는다.

보 호 조 치 

 ․개인보호 장비

   보호장갑, 보안경

 ․공학적 조치

   화기엄금, 전기설비는 방폭구조로 한다.  실린더로 부터 급격한 방출을 금지한다.  

   비눗물 또는 검지기 등으로 정기적 점검을 실시한다.  

2. Chem-E-Car 제작 실습

가. Chem-E-Car 정의

기존의 기계적인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구동시키는 자동차와는 다르게 차의 동력을 화학반응을 통하

여 얻어 구동시키고, 제어하는 자동차이다. 개발된 강의 모델에서는 Chem-E-Car의 동력원으로 

PEM(Polymer Electrolyte Membrane)을 사용한 연료전지인 PEMFC와 DMFC를 사용하였다. 

나. 연료전지 제작

1) 연료전지의 원리

메탄올을 연료로 직접 사용하는 연료전지를 직접메탄올 연료전지(Direct Methanol Fuel Cell : 

DMFC)라고 부른다. 현재 성능이 빠르게 향상되고 있는 고체고분자 연료전지(Polymer Electro -lyte 

Membrane Fuel Cell : PEMFC)에 이 방식을 채용함으로써 시스템의 간소화가 가능해졌다. DMFC의 

기본 구조는 [그림 4]와 같다. 산화전극(Anode)으로 메탄올 수용액이 공급되면 산화전극 속의 백금촉

매작용에 의해 수소이온, 전자 및 탄산가스가 되는 산화반응이 일어난다. 발생된 수소이온은 고체 고분

자 전해질막(Solid Polymer Electrolyte Membrane)으로 전자는 외부회로로 빠져나가게 된다. 환원전

극(Cathode)에서는 역시 백금촉매작용으로 공기 속의 산소가 이온화되어, 전해질막을 통해 온 수소이

온과 외부회로에서 일을 하고 돌아온 전자와 반응하여 물이 생성된다. 수소이온을 만드는 산화전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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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이온을 소멸하는 환원전극사이의 전해질막에는 수소이온농도의 구배가 생겨 수소이온의 전도가 일

어나게 된다. 이것이 DMFC의 기본 작동원리로 외부회로에 계속적으로 전자전류를 흐르게 한다(Van 

Zee, 2001; Krewer, 2004).

[그림 4] DMFC의 원리

DMFC에서의 전지반응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DMFC의 전지반응

산화전극(Anode) : CH3OH + H2O → CO2 + 6H+ + 6e-

환원전극(Cathode) : 3/2 O2 + 6H+ + 6e- → 3H2O

전체 반응 : CH3OH + H2O → CO2 + 3H2O

<표> 5는 강의모델에서 Chem-E-Car 제작시 사용된 DMFC와 PEMFC의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표 5 > 본 수업에 사용된 연료 지의 종류  특성

종류
DMFC

(직접메탄올 연료전지)

PEMFC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

전해질
Solid polymer(such as Nafion)

이온(H
+
)전도성

촉매 Pt-Ru/(Pt-C) platinum on carbon

이온전도체 H
+

H
+

주연료 CH3OH Pure H2

2) 유로 디자인

현재, 국내외에서 쓰이고 있는 DMFC 스택용 유로의 모양을 조사하여 각 모양들이 연료전지 운전 

시 나타내는 특성들을 분류한 결과, 연료전지는 같은 유로를 사용하더라도 운전 조건에 따라서 그 성

능이 민감하게 나타나며, 본 강의에서 사용한 연료전지는 운전 조건에 맞는 유로 모양을 찾아 제작에 

적용하였다. [그림 5], [그림 6]은 DMFC에서 사용되는 대표적 유로형태인 Serpentine, Zigzag 모델 

이다.

연료전지의 성능은 유로와 Backing Layer와의 접촉면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유로의 모

양에 따라 전극의 각 부분에서의 연료와 환원제의 농도가 많은 차이를 보인다. 즉, 반응물의 농도 구배

형태가 다르게 된다. 또한 유로의 모양에 따라서 유로의 각 지점 압력이 다르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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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물이 Backing Layer로 분산되는 형태도 다르게 되어 전극 내에서의 반응속도 차이를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를 연료전지가 생산해 내는 전류밀도의 차이로 확인하였다.

  

[그림 5] Serpentine 유로 디자인 [그림 6] Zigzag 유로 디자인

3) FLUENTⓇ 구동

FLUENTⓇ은 유한체적법을 사용하여 Navier-Stokes식의 해를 구하고, 이를 통해 유체의 유동에 

대한 모사를 하는 프로그램 Solver이다. 대상 반응기에 대한 격자 형성과정을 통해 삼각 또는 사각 격

자를 만들고, 각각의 경계조건과 초기 조건들을 입력하면 반복 계산을 통해 수렴한 오차 값이 오차 범

위에 있는가를 검증하게 된다. 이때 수렴하는 값이 물리적으로 타당한 값을 가지는 가에 대한 여부는 

사용자의 대상 반응기에 대한 경험에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유체의 유동 구배 등

의 결과를 얻었다. [그림 8]은 FLUENTⓇ 사용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Gambit을 이용하여 대상 반응기를 그린 후 격자 생성 과정을 통해 삼각 혹은 사각격자를 형성한다. 

격자 생성 후 각 경계조건을 결정해 주면 계산 및 해석을 위한 도메인이 완성된다. 이렇게 형성된 도

메인은 FLUENTⓇ을 통해 불러들여지고 물성, 경계조건 및 초기조건 등의 도메인에 대한 조건들이 입

[그림 7] FLUENTⓇ 구동의 기본구조(http://www.fluen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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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된 후 반복적인 계산과 수렴과정을 통해 해를 얻게 된다. 이렇게 얻어진 해는 GUI(Graphical User 

Interface) 방식으로 화면성에 반응기내 유체의 유동분포를 볼 수 있다.

4) 전산모사 결과를 통한 최적의 유로선정

다양한 유로를 설계한 후 Gambit과 FLUENTⓇ를 통하여 각 유로에 대한 반응물의 농도, 압력, 속

도 구배를 얻었다. 이렇게 얻어진 값들을 이용하여 전류밀도를 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DMFC 스택의 

산화전극, 환원전극용 Bipolar Plate의 유로를 최적화 할 수 있었으며 최적의 흐름제어 조건을 결정하

였다. 아래 [그림 8]은 유로디자인의 모델을 설계한 것이며, [그림 9]는 Gambit을 이용하여 생성한 

연료전지의 유로를 FLUENTⓇ에 적용하여 계산한 압력 구배 결과이다.

    

[그림 8] 유로디자인 [그림 9] 유로디자인 공정모사

5) 연료전지 제작과정

연료전지는 각 Chem-E-Car의 동력 시스템에 따라 PEMFC와 DMFC의 단위 전지를 사용하였다. 

MEA (Membrane Electrode Assembly)는 상용화 되어 있는 Naffion 117과 Carbon Paper를 사용하

여 제작하였고, Collector는 알루미늄을 사용하였다. 또한 연료전지 유로는 전산모사 결과를 통해 최적

의 성능을 내는 유로를 선정하여 아크릴로 설계하였다.

[그림 10] ~ [그림 13]은 학생들의 연료전지 제작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6) 연료전지 실험

연료전지는 단위면적당 발생되는 전류의 양과 전압으로 성능을 판단한다. 제작된 연료전지는 하나의 

단위전지를 사용하였고, 제작된 단위 연료전지의 개수에 따른 전압과 전류를 측정하여 Chem-E-Car차

체의 모터의 출력에 맞는 단위 연료전지의 개수를 [그림 14]과 [그림 15]의 실험 결과를 통해 알아내

었다. 또한 시간에 따른 단위 연료전지의 성능을 실험하여 연료의 농도를 결정하였고, Chem-E-Car제

어에 있어 필요한 연료의 양과 공기의 양을 결정하였다. 실험결과 단위 연료전지의 성능을 높이기 위

해서는 MEA에서 물의 양의 중요한 영향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MEA의 물 함유량을 10%와 20%에

서 각각 실험한 결과 성능 차이가 나고 있음을 [그림16]에서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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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연료 지 제작과정 [그림 11] 단  연료 지 제작

[그림 12] PEMFC 지 [그림 13] DMFC 지

[그림 14] 단  연료 지의 류 [그림 15] 단  연료 지의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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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연료 지의 시간에 따른 류분포

위의 실험결과로부터 학생들은 Chem-E-Car의 제어를 위해 필요한 단위전지의 갯 수를 결정 할 수 

있었다.

다. Chem-E-Car 제작

학생들은 창의적인 디자인과 연료전지를 제작하여 Chem-E-Car 차체를 제작 하였다.

[그림 17] Chem-E-Car 차체제작 [그림 18] 단 지 연결

[그림 19] 차체에 모터 부착 [그림 20] Chem-E-Car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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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hem-E-Car 경진대회

가. 목적

미래에 우리나라 과학기술 분야의 주역이 될 공학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에너지 분야 핵심인 연료

전지를 이용한 Chem-E-Car를 제작하였다. 또한 Chem-E-Car 운전시 제어하는 방법을 습득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창의력을 향상 시켰다. 특히 창의력이 뛰어난 작품 및 제어능력이 뛰어난 

Chem-E-Car에 대한 시상을 통해 에너지 분야의 과학기술적 흥미 및 의욕을 고취 하였다.

나. 대회 개요 및 평가

대회규정은 Chme-E-Car 제작비가 한 대당 20만원을 상한선으로 하여 제작하였고, 미국화학공학회

(AIChE)의 Chme-E-Car 규정을 사용하여 지정된 위치에 얼마나 빠른 속도로 정확히 도착 할 수 있는

지 여부를 평가하여 Chme-E-Car의 성능과 제어를 동시에 평가하였다. 또한 Chme-E-Car의 친환경

적 디자인에 대한 평가와 사용된 화학물질의 안전규칙 이행을 함께 평가 하였다.

[그림 21] Chem-E-Car 회규정

[그림 22] Chem-E-Car 회 진행 [그림 23] Chem-E-Car



창의  공학교육을 한 Chem-E-Car 강의안 개발

第9券 第3號 2006年 9月 19

4. 강의평가

가. 학생 강의평가

본 강의 모델은 연세대학교 화학공학과 3,4학년을 대상으로 한 학기 동안 강의 하였다. 학생전원이 

화학공학과 학생이며 강의 진행과정과 강의 내용에 대해 강의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서는 수강생 전

원을 대상으로 하여 100% 응답하였다. 평가결과 “거시적 관점에서 공학적 해결 방안이 끼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의 평가항목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공학문제를 인식하며, 이를 공식

화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등 특히 공학적 문제해결능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표 6>은 

ABEEK 강의 평가서로서 학생들의 평가가 양호함을 나타내 주고 있다.

<표 6> 창의설계  제어 ABEEK 강의 평가

교과목 학습성과 응답자 평 균 강의내용

1
수학, 기초과학, 공학지식과 이론을 

응용할 수 있는 능력
16 4.75

공학계산의 기초 (라플라스 변환, 전달

함수, 일차계, 이차계, 고차계)

2
자료를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
16 4.75 Chem-E-Car 연료전지 제작

3
실험을 계획하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
16 4.56

Chem-E-Car제작, TRIZ 강의

(이론을 실험에 응용)

4
요구된 필요조건에 맞추어 시스템, 

요소, 공정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
16 4.56

Chem-E-Car 제작

(조별 term project로 설계 및 제작)

5
복합 학제적 팀의 한 구성원의 역

할을 해낼 수 있는 능력
16 4.81

Chem-E-Car 경진대회

(경진대회에 전인원 참여)

6
공학문제를 인식하며, 이를 공식화

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
16 4.75

MATLAB실습

(전달함수, 시뮬링크 이용)

7 직업적, 도덕적 책임에 대한 인식 16 4.69 안전, 환경 강의 및 숙제, MSDS

8
효과적으로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
16 4.63 포스터 발표

9
거시적 관점에서 공학적 해결 방안이 

끼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16 4.81

제어 이론 및 창의성 강의

(TRIZ 강의)

10
평생교육에 대한 필요성의 인식과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
16 4.63 평생교육의 중요성 강의

11
경제, 경영, 환경, 법률 등 시사적 

논점들에 대한 기본 지식
16 4.50 안전, 환경, MSDS

12
세계문화에 대한 이해와 국제적으

로 협동할 수 있는 능력
16 4.69

Chem-E-Car 경진대회

(경진대회에 전원 참여)

13
공학실무에 필요한 기술, 방법, 최신

공학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
16 4.69 Chem-E-Car 제작, FLUENTⓇ실습

14

창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새로운 환

경에 유익한 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

16 4.69 Chem-E-Car 제작, MATLAB실습

15
여러 분야의 공학기술을 종합할 수 

있는 능력
16 4.50

FLUENTⓇ실습 (FLUENTⓇ를 이용한 

연료전지시뮬레이션 및 공정제어)

평균 16 4.68

* 5점은 가장 높은 점수, 1점은 가장 낮은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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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수 강의평가

학기 초에는 창의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 공정제어의 기초 이론을 소개함으로써 실제 현장에서도 사

용할 수 있는 문제를 강의하였고, 학생들은 MATLAB을 이용한 예제를 통해 시스템적인 이해와 공정 

전반에 걸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배양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Chem-E-Car제작을 통해 새로운 

문제에 부딪치더라도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 평가된다. 모두 3, 4학년 학생이고 학부 

졸업반들이라 여러 가지 예제나 실습에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과제 및 프로젝트 등에 열심히 참여하

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특히 Chem-E-Car 설계 및 제작은 학부기간동안 하기 어려웠던 경험

이었고, 제작과정과 발표자료 준비 등은 창의적인 사고를 유도했고, 경진대회를 개최함으로 팀별 협동

심과, 책임감등을 향상 시킬 수 있었다. 또한 새로운 문제에 부딪히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웠고, 포스터 발표대회를 통해 효과적으로 의사를 전달할 있는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었다.

Ⅲ. 결  론

본 논문은 창의력 향상을 위한 강의 프로그램으로 Chem-E-Car제작을 통해 제약조건에서 부딪히게 

되는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강의 모델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강의 모델을 통해 ‘창의설계 및 제어’과목을 개설하여 강의 하였고, 학부 3, 4학년을 대상으

로 하였다. 개발된 강의 모델에서는 국내 최초로 Chem-E-Car를 도입하여 2003 ~ 2005년 3년 동안 

강의를 진행하고 대회를 개최하였다. 창의력 수업과 대회는 학생들의 창의력 향상에 도움을 주었고, 이

공계 위기 대처방안의 하나로 창의력 향상을 위한 강의 모델로서 언론을 통해 홍보되었다. 또한 2003

년 우승한 팀은 미국 AIChE에서 주최하는 대회에서 시연을 하여 참가팀으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특히, 

국내 경우 연료전지가 고가이고 실험을 위한 장치로만 제작되어 학생들이 쉽게 접하기 어려웠으나, 

2005년 Chem-E-Car 경진대회 에서는 연료전지를 이용하여 Chem-E-Car를 제작함으로서 학생들이 

직접 연료전지를 제작할 수 있었고, 연료전지의 성능을 실험하는 등 연료전지의 원리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현재 여러 대학에서 추진되고 있는 한국공학교육인증(ABEEK) 프로그램에서도 창의적인 설계를 위

한 과목이 요청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창의설계 강의모델은 Chem-E-Car 경진대회를 통하여 ABEEK 

프로그램을 준비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대학에 창의설계 과목에 대한 이해를 증진 시켰다.

미래에 우리나라 과학기술 분야의 주역이 될 공학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에너지 분야 핵심인 연료

전지를 이용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 및 Chem-E-Car에 대한 제작과 이를 직접 운전 하고 제어하는 

방법을 배우고, 새로운 문제의 창의적 해결방법을 익힐 수 있는 본 강의안을 적용하여 국내 창의 공학

교육의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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