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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 25kW-class polymer electrolyte membrane (PEM) fuel cell system has been developed for the 
propulsion of a leisure boat. The fuel cell system was designed to satisfy various performance requirements, such 
as resistance to shock, stability under rolling and pitching oscillations, and durability under salinity condition, for
its marine applications. Then, the major components including a 30kW-class PEM fuel cell stack, a DC-DC 
converter, a seawater cooling system, secondary battery packs, and balance of plants were developed for the fuel 
cell system. The PEM fuel cell stack employs a unique design structure called an anodic cascade-type stack design
in which the anodic cells are divided into several blocks to maximize the fuel utilization without hydrogen 
recirculation devices. The performance evaluation results showed that the stack generated a maximum power of 
31.0kW while maintaining a higher fuel utilization of 99.5% and an electrical efficiency of 56.1%. Combining
the 30-kW stack with other components, the 25kW-class fuel cell system boat was fabricated for a leisure. As 
a result of testing, the fuel cell system reached an electrical efficiency of 48.0% at the maximum power of 25.6kW
with stable operability. In the near future, two PEM fuel cell systems will be installed in a 20-m long leisure 
boat to supply electrical power up to 50kW for propelling the boat and for powering the auxiliary equip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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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고분자전해질(polymer electrolyte membrane) 연료

전지는 높은 전기효율, 높은 출력밀도, 낮은 작동 온

도, 적은 공해물질 배출, 짧은 시동 시간 등의 특징으

로 인하여 승용차, 버스, 지게차, 선박을 포함한 다양

한 운송 수단의 주 동력원을 대체하기 위해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1-3). 

최근 10여 년 전부터 고분자전해질 연료전지를 소

형 선박의 주 동력원으로 사용하려는 연구가 유럽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선박은 일반적으로 

디젤엔진을 비롯한 내연 기관을 사용하여 추진 동력

을 얻는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환경규제 강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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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of the 30kW cascade-type PEM fuel cell 
stack

에너지 효율 증대에 대한 요구가 점차 증가되고 있

어, 이러한 조건에 맞는 새로운 추진 기관의 개발 필

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이에 적합한 강력한 후보로 

연료전지가 떠오르고 있다. 고분자전해질 연료전지

는 빠른 기동성, 높은 출력밀도, 우수한 정숙성 등으

로 인하여 요트를 포함한 레저용 중소형 선박의 추

진 동력원으로 적합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4-6). 유

럽은 독일의 Hydra 프로젝트를 통해 2000년에 5kW

급 알카라인 연료전지를 22인승 소형 보트에 장착함

으로써 최초의 연료전지 보트를 선보였다
5,6). 이후 고

분자전해질 연료전지를 사용한 연료전지 보트 및 요

트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상업용 연료전

지 선박 개발 및 실증을 위해 2006년부터 독일 함부

르크에서 ZEMSHIP (Zero Emission Ship) 프로젝트

가 착수되었다
7). 독일을 포함한 유럽 각국의 9개 공

공 기관 및 기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추진한 

이 프로젝트는 2010년까지 약 450만 유로가 소요되

었으며 최대 100명의 승객이 탑승 가능한 소형 연료

전지 선박을 제작하여 함부르크시 중앙에 자리 잡고 

있는 인공 호수인 알스트호에서 관광용으로 운항을 

하고 있다. 선박의 주 동력원으로 사용된 연료전지 

시스템은 독일의 Proton Motor사가 개발한 50kW급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 모듈을 장착하였으며, 연료

전지에서 생성된 전력으로 납축전지를 충전하여 최

대 속력 14km/h로 선박을 운항할 수 있다. 독일 통계

청의 발표에 의하면 독일 전역에 운항 중인 900대 이

상의 유람선에 장착된 추진 기관을 연료전지로 전환

할 경우 약 6,500톤의 이산화탄소 및 약 1,300톤의 

이산화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한, 네덜란드는 Fuel Cell Boat 프로젝트를 통하여 운

하 내에서 운항되는 87인승 규모의 연료전지 선박을 

2009년 12월에 진수하여 실증을 진행하고 있다. 이 

연료전지 추진 선박은 연료전지와 배터리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의 추진 시스템으로 60~70kW 출력

이 가능한 고분자전해질 연료전지와 30~50kW급 출

력을 갖는 배터리를 장착하고 있다. 연료전지 시스템

은 일정 부하에서 최대의 효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작동하며 부하가 증가 시 배터리로부터 전력을 공급 

받도록 설계되어있다.

고분자전해질 연료전지를 선박의 추진 동력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선박의 운영 환경에 맞게 설계 및 

제작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선박 추진체가 필

요로 하는 충분한 동력이 전달될 수 있도록 빠른 부하 

추종 능력을 갖추어야하며, 선박이 상하좌우 흔들림

(rolling & pitching)을 겪거나 외부 충격이 가해지더라

도 연료전지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해야한다. 또한, 

선박이 해양 환경에서 운영되는 경우, 해수를 이용한 

연료전지 냉각 시스템 설계가 필요하며 연료전지 시스

템으로 유입되는 염분으로 인한 스택 내구성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설계 및 제작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최초로 시도되고 있는 20-m

급 규모의 연료전지 추진 유람선(여객선) 개발 프로

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중소형 선박 추진용 

고분자전해질 연료전지 시스템 개발에 관하여 논의

하고 자 한다.

2. 스택 설계 및 제작

2.1 스택 설계

Fig. 1은 선박용 25kW급 연료전지 시스템에 사용

된 30kW급 고분자전해질 연료전지 스택(stack)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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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ajor design parameters of the 30kW-class stack

Design parameters Description

Output power 30.5kW

Active area 450cm2

Number of cells 146

Number of anodic stages 4

Number of cells in 
each stage

100, 32, 10, and 4 (for 1st, 2nd, 3rd, 
and 4th stage, respectively)

Stoichiometry in
each stage

1.46, 1.44, 1,40, and 1.00 (for 1st, 
2nd, 3rd, and 4th stage, respectively)

Fig. 2 3-dimensional drawing of the 30kW cascade-type PEM 
fuel cell stack with liquid separators

략적인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일반적인 고분자전해질 연료전지 스택과 

다르게 스택의 애노드 측(anode side) 셀을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다단형(cascade-type)으로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각 단은 한 개에서 최대 수백 개의 셀

로 구성할 수 있으며, 각 단(stage)의 중간에 기액분

리기를 장착하여 생성수를 스택 중간에서 제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구조는 스택에 공급되는 수소의 이

용율을 최대로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미반응 수소를 

스택 입구로 재순환시키기 위한 수소 재순환 펌프 

또는 블로워가 필요 없어 구조가 비교적 단순하고 

펌프 구동을 위한 추가적인 동력이 필요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스택 각 단에 포함된 셀수를 적절하게 

결정함으로써 마지막 단을 제외한 각 단의 수소 양

론비를 플러딩(flooding)8) 방지를 위해 유지해야하는 

1.2~1.5 수준으로 조절할 수 있으며, 마지막단의 수

소 양론비는 항상 1.0 근방에서 유지된다. 따라서 마

지막 단을 제외한 셀 출구에서 수소의 유량을 충분

히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플러딩을 방지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잔류 수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 스택

의 애노드 출구에 장착되어 있는 purge 밸브(Fig. 1의 

Residual H2를 배출시키는 밸브)는 평상시에는 닫혀

있어 스택이 dead-end 상태
9)
로 작동되며, 마지막단

의 평균 셀전압이 미리 설정한 값 이하로 떨어질 경

우 개방되어 불순물을 외부로 방출시킴으로써 셀전

압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한다. 각 단의 셀수 결정 방

법 및 다단형 스택 설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Han 

등의 최근 논문
10)

을 참고하기 바란다.

Table 1에 30kW급 스택에 대한 주요 설계 값들을 

정리하였다. 연료전지 시스템이 25kW의 출력을 달

성하기 위해서는 BOP (balance of plant) 소비전력과 

DC/DC 컨버터의 효율을 고려했을 때 스택의 출력이 

최소 30.5kW 이상이 돼야한다. 스택을 구성하는 셀

의 활성면적은 450cm2
이며 총 146셀로 설계하였다. 

다단형 스택의 단수를 증가시킬수록 스택의 연료이

용율을 높일 수 있으나 스택의 구조가 너무 복잡하

게 되어 실제 제작이 비현실적일 수 있다. 따라서 제

작 경험상 3~4단으로 구성하는 것이 제작 및 연료이

용율을 만족시키는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

다
10). 다단형 스택 구성을 위해서 스택의 애노드 측

을 4단으로 분할하였으며 각 단은 100셀(첫 번째 단), 

32셀(두 번째 단), 10셀(세 번째 단), 4셀(마지막 단)

로 구성하였다. 이와 같은 단수 구성을 통하여 첫 번

째부터 세 번째 단의 수소 양론비를 1.4~1.5 수준으

로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중력 가속도의 10배에 달하

는 외부 충격이 가해지더라도 스택이 파손되지 않도

록 충격 보강 설계를 적용하였으며, 상하좌우 기울임 

시 스택 외부로 생성수의 배출이 원활하도록 스택 

매니폴드 설계를 최적화하였다
11,12). 

Fig. 2는 설계가 완료된 선박용 30kW급 스택의 3

차원 도면을 나타낸 것이다. 스택 케이스 외부에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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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Long-term performance of the single cell under salinity 
condition (the test had been performed at a cell temperature 
of 70°C, hydrogen inlet pressure of 0.45bar, anode relative 
humidity of 0%, cathode relative humidity of 100%, hydrogen 
stoichiometry of 1.2, and oxygen stoichiometry of 2.0)

Fig. 4 Photo of the 30kW-class PEM fuel cell stack with 
liquid separators

노드 측 각 단으로부터 배출된 생성수를 제거하기 

위한 기액분리기가 장착되어 있다.

2.2 스택 제작

30kW급 스택 제작을 위해 막전극 접합체(membrane 

electrode assembly), 금속 분리판(metallic bipolar plate), 

가스 공급판, 절연판, 집전판, 압축판 및 기액분리기

를 설계한 후 제작하였다. 막전극 접합체는 염분 환

경 하에서 내구성을 평가한 상용품을 주문 제작하여 

스택 조립에 사용하였다. 스택이 외부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충분한 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충격강

도가 약한 흑연계열 분리판 대신에 금속 분리판 채

용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금속 분리판에 가스

켓을 직접 사출 성형(injection molding)한 가스켓 일

체형 금속 분리판을 개발하여 적용하였다. 가스 공급

판은 다단형 스택 구성을 위해 필요한 부품으로 스

택 내부의 셀 사이에 위치하여 전기적 연결 수단을 

제공함과 동시에 스택 중간 단에 수소를 공급하거나 

미 반응 수소와 생성수를 스택 외부로 내보내는 역

할을 한다. 스택 외부에 장착되는 판형 기액분리기는 

각 단에서 배출된 수소와 생성수 혼합물로부터 생성

수를 분리하여 배출시키며 스테인리스강과 엔지니어

링 플라스틱을 가공하여 조립 제작하였다.

연료전지가 해양에서 작동될 경우 스택에 유입되

는 염분으로 인하여 막전극 접합체의 내구성을 저하

시킬 수 있다. 염분 환경 하에서 막전극 접합체의 내

구성을 평가하기 위해 스택 제작에 사용한 것과 동

일한 막전극 접합체 및 분리판을 사용한 단위 셀을 

제작한 후 염분 환경을 모사한 실험 장치를 사용하

여 단위 셀의 장기 내구성을 평가하였다. 염분 환경

을 모사하기 위해 단위 셀의 캐소드(cathode)에 공급

되는 공기를 3.5wt.% 농도의 염수에 통과시켰다. Fig. 

3은 단위 셀을 염분 환경 하에서 3,000h 이상 장기 

평가하는 동안 셀전압의 변화를 도시한 그래프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장기 평가 기간 동안 

4.9μV/h로 비교적 낮은 전압 강하율을 보여 염분 환

경 하에서도 3,000h 이상의 내구성을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4는 완성된 30kW급 다단형 스택의 사진을 나

타낸 것이다. 외부 충격으로부터 셀 이탈 및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스택 외곽 4개의 코너에 유리섬유 강

화 플라스틱으로 제작한 충격 방지 프레임을 장착하

였다. 또한, 스택 외곽 부위 4면에는 애노드 각 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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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chematic of the 25kW-class PEM fuel cell system

Fig. 6 Photo of the 25kW-class PEM fuel cell system

로부터 배출된 생성수를 제거하기 위한 기액분리기

를 장착하였다. 

3. 시스템 설계 및 제작

Fig. 5는 선박용 연료전지 시스템의 개략도를 나

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선박 추

진을 위해 장착된 추진 모터/드라이버가 요구하는 부

하에 빠르게 응답할 수 있도록 연료전지-배터리 하

이브리드 시스템으로 구성하였다. 연료전지 스택은 

선박 추진 및 전자 장비 운용에 필요로 하는 동력의 

대부분을 공급하며 배터리는 연료전지 기동 및 급격

한 부하 변동 시에 부족한 전력을 짧은 시간 동안 공

급하는 보조적인 동력 공급원 역할을 한다. 수소는 

수소 탱크에 고압으로 저장된 후 감압기를 거쳐 0.5bar 

이하로 감압된 후 무가습 상태로 스택에 공급된다. 

공기는 터보블로워에 의하여 압축된 후 원통형 가습

기 내부에서 스택 출구로부터 배출되는 습윤 공기와 

물질 및 열전달에 의하여 가열 및 가습된 후 스택으

로 유입된다. 스택에서 발생하는 반응열은 선박 외부

에 장착된 용골 냉각장치(keel cooling unit)에 의하여 

해수와 열교환하여 냉각되도록 설계하였다. 펌프, 블

로워 및 제어 장치를 포함한 각종 BOP 구동을 위한 

전력은 시스템 초기 기동 단계에서는 보조 배터리로

부터 공급되며 정상 운전 상태로 진입하면 스택으로

부터 직접 공급된다. DC/DC 컨버터는 스택 출력 전

압을 모터/드라이버 및 배터리 충전기의 작동 전압 

영역까지 상승시키는 역할을 한다. 

완성된 25kW급 선박용 연료전지 시스템의 외형 

사진을 Fig. 6에 나타내었다. 그림에 보인 연료전지 

시스템은 연료전지 스택과 각종 BOP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DC/DC 컨버터 및 배터리는 별도의 모듈로 

구성된다.

4. 결과 및 토론

본 장에서는 제작한 30kW급 스택과 25kW급 연료

전지 시스템의 주요 성능 테스트에 관하여 다룬다.

4.1 스택 테스트

완성된 30kW급 스택의 기본 성능을 Greenlight사

의 G500 모델 테스트스테이션을 사용하여 테스트하

였다. 스택에 공급되는 냉각수 온도는 65°C로 설정

하였으며, 냉각수 출구 온도는 입구 온도와 10°C 이

하 차이가 항상 유지되도록 냉각수 유량을 조절하였

다. 스택에 공급되는 수소의 압력은 45kPa(계기압)로 

조절하였으며, 공기의 공급 압력은 부하에 따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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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Polarization and power curves obtained from the 30 
kW-class cascade-type PEM fuel cell stack

Fig. 8 Fuel(hydrogen) utilizations measured at various current 
values 

~25kPa(계기압) 수준을 유지시켰다. 수소는 무가습 

상태(상대습도 0%)로 스택에 직접 공급되었으며, 스

택에 공급되는 공기의 상대습도는 100% 주변에서 

유지되도록 조절하였다. 다단형 스택은 출구에 위치

한 수소 purge 밸브가 잠겨 있는 동안은 dead-end 상

태로 작동되기 때문에 수소의 양론비가 1.0 수준을 

유지하며, 불순물 및 생성수 배출을 위해 purge 밸브

가 열리면 1.0보다 약간 높은 값을 유지한다. 부하 변

동과 관계없이 공급되는 공기의 양론비는 2.0을 유지

하도록 조절하였다. Purge 밸브는 스택 마지막단(4번

째 단)에 포함된 4셀의 평균 셀전압이 스택 전체 셀

의 평균 셀전압 보다 0.1V 이하로 낮아질 경우 0.5s 

동안 열린 후 닫히도록 설정하였다.

Fig. 7은 전류에 따른 스택의 평균 셀전압 및 출력

을 측정한 그래프이다. 전체 작동 부하 영역에 걸쳐 

0.704V 이상의 높은 평균 셀전압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대 부하 303A에서 31.0kW의 출력 및 발전 효율 

56.1%(LHV 기준)의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Fig. 8은 여러 부하 조건에서 측정된 스택의 연료 

이용율을 도시하고 있다. 연료 이용율은 스택에 공급

된 수소 중 스택 외부로 배출되지 않고 전력 생산을 

위해 소모된 수소의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일정 부

하에서 공급되는 수소와 배출되는 잔류 수소의 평균 

유량을 측정하여 계산할 수 있다. 그래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연료 이용율은 부하 증가에 따라 대체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최소 99.2%에서 최대 99.5%

로 유지되어 일반적인 스택의 90~80% 수준
13)

과 비

교했을 때 매우 높은 값임을 알 수 있다. 

해상에서 선박 운항 시 선박은 파도 및 바람의 영

향을 수시로 받게 되며, 이에 따라 상하좌우 기울임

을 수시로 겪게 된다. 이와 같은 환경 하에서 스택이 

작동될 때 스택 외부로 생성수의 배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플러딩이 유발되어 스택 

출력이 불안정해지거나 경우에 따라 shutdown 될 수

도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울임 상태에서도 

스택 매니폴드를 통과하는 잔류 가스가 생성수의 운

반에 필요한 유속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도록 매니

폴드 크기를 최적화해야 하며, 셀 내부에서 플러딩이 

일어나지 않도록 채널 및 막전극 접합체 설계를 최

적화해야 한다
14). 

제작된 스택의 기울임 상태에서 안정성을 평가하

기 위해 Fig. 9에 보인 것과 같은 방법으로 스택을 상

하좌우 방향으로 선박 설계 조건을 감안하여 ±20도

로 인위적으로 기울인 상태에서 200A로 일정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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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Stack operation under a tilting condition

Fig. 10 Variations in the average and minimum cell voltages 
during the operation of the 30kW stack under a tilting condition

Fig. 11 Output powers measured at the power output ports 
of the fuel cell system and at the DC/DC converter during 
power ramp-up/-down tests of the 25kW-class PEM fuel 
cell system 

동안 정전류 운전을 진행하면서 셀전압 변화를 관찰

하였다. 스택이 매니폴드 출구가 상승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질 경우, 잔류가스의 유속이 생성수를 제거할 

만큼 충분하지 않으면 스택 내부에 생성수가 축적되

기 시작한다. 반대로 매니폴드 출구가 하강하는 방향

으로 기울어지면 생성수의 배출에 오히려 도움이 된

다. 따라서 스택 기울임 방향이 동적으로 바뀌는 것 

보다 매니폴드가 상승하는 방향으로 지속되는 것이 

생성수 배출에는 불리한 조건이 된다. Fig. 10은 스

택을 매니폴드 출구가 지면으로부터 상승되는 방향

으로 20도 기울인 상태에서 스택의 평균 셀전압과 

스택을 구성하는 146개 셀 중에서 최소 전압 값의 변

화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이다. 그림에 나타난 

최소 전압 값의 잦은 변화(0.67~0.72V 구간)는 스택 

마지막 단(Fig. 1의 4th stage)에 포함된 셀들의 전압 

변화를 보인 것으로 마지막 단 내부에 생성수 및 불

순물이 축적됨에 따라 셀 전압이 점차 낮아져 미리 

설정된 전압 이하가 될 경우 스택 출구에 설치된 purge 

밸브가 자동으로 열려 셀전압을 회복시키는 과정이 

반복되는데서 기인한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기울임 조건 하에서도 평균 셀전압과 최소 셀

전압이 시간 경과에 따라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개발된 스택이 해상 환경과 유사한 기울임 조

건 하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함을 알 수 있다.

4.2 시스템 테스트

제작 완료된 25kW급 선박용 연료전지 시스템의 주

요 성능을 평가하였다. 시스템 운전 조건은 스택의 

운전 조건과 동일한 65°C로 설정하였으며, 냉각수 

출구 온도는 입구 온도와 10°C 이하의 차이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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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erformance summary of the 25kW fuel cell system

Performance index Value

System net power (kW) 25.6

System efficiency (%, LHV) 48.0

Stack output power (kW) 29.9

Stack efficiency (%, LHV) 56.1

DC/DC converter efficiency (%) 93.7

BOP power consumption (kW) 2.49

Hydrogen consumption (kg/h) 1.61

되도록 냉각 펌프의 유량이 자동 조절된다. 공기의 

양론비는 부하에 따라 미리 설정된 값으로 2.0~3.0 

범위에서 유지된다. 선박에 장착된 추진 모터 대신에 

30kW급 전자부하기를 사용하여 시스템에 부하를 인

가하였다. Fig. 11은 시스템을 두 차례에 걸쳐 startup

과 shutdown을 반복하는 동안 부하를 최대 출력까지 

변동시키면서 측정한 연료전지 시스템(DC/DC 컨버

터 입력 파워)의 출력과 DC/DC 컨버터의 출력 변화

를 시간에 따라 도시한 것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부하 요구량에 따라 목표 출력 25kW에 모

두 도달하였으며 최대 출력에서 안정적인 동작을 유

지하였다. 

Table 2는 시스템이 최대 출력을 유지하면서 작동

되는 동안 측정된 값을 기준으로 계산한 시스템의 

주요 성능 지표들을 정리한 것이다. 연료전지 시스템

이 순출력(net power) 25.6kW에 도달했을 때 시스템 

발전 효율은 48.0%(LHV 기준)로 비교적 우수한 효

율을 가짐을 알 수 있다. 이때 시스템 가동에 소비된 

BOP 전력은 2.49kW이었으며, DC/DC 컨버터의 전

력변환 효율은 93.7%로 비교적 우수한 효율을 나타

내고 있으나 BOP 설계 및 운전 최적화가 더 이루어

질 경우 시스템 효율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5. 결  론

소형 레저용 선박의 추진 동력원을 공급하기 위한

선박용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 시스템을 개발하였

다. 연료전지 시스템이 해양 환경에서 운항되는 선박 

내부에 장착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특성을 만족하

도록 설계 및 제작하였다.

1) 염분 환경 하에서 스택의 내구성(3,000h 이상) 유지

2) 선박의 기울임에 따른 스택의 안정성 유지

3) 외부 충격에 대한 시스템의 강건성 확보

4) 해수를 이용한 연료전지 냉각

시스템 개발에 사용된 연료전지 스택은 애노드 셀

을 4개의 그룹으로 분할하여 수소의 흐름을 다단형

으로 구성한 설계를 적용하여 제작하였다. 이에 따

라, 연료이용율을 기존 스택에 비하여 획기적으로 높

일 수 있었으며, 수소 재순환과 관련된 장치 및 제어

가 필요 없어 시스템 설계를 단순화시킬 수 있었다. 

연료전지 시스템은 선박이 필요로 하는 부하를 빠르

게 공급할 수 있도록 연료전지-배터리 하이브리드 시

스템으로 구성하였으며, 해수를 사용한 스택 냉각이 

가능하도록 용골 냉각 시스템을 채용하였다. 완성된 

스택을 평가한 결과, 최대 출력 31.0kW에서 56.1%

의 전기효율과 99.5%의 연료이용율의 우수한 성능

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제작한 25kW급 시스템을 

평가한 결과, 목표 출력 이상인 25.6kW에서 48.0%

의 우수한 발전효율을 얻었다. 개발된 연료전지 시스

템은 20m급 레저용 선박에 2대가 장착되어 47kWh

급 배터리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형성하여 선박 추

진 및 보조 부하에 필요한 전력을 순간 최대 150kW

까지 공급할 예정이다.

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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