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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료전지 기반의 전력시스템이 선박 및 해양플랜트에 다양한 형태로 적용되고 있다. 특히, 연료전지와 배터리를 

연계한 토폴로지에 관한 하이브리드 전력시스템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료전지 기반의 하

이브리드 선박은 개발 초기 단계로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에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통합 모니

터링 시스템을 연구하여 하이브리드 연료전지 선박의 안정적인 운항 및 운항자 편리성을 높이고자 한다. 연료전지 

선박의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은 사용자 편의성 및 선박 운항 안정성을 고려하여 GUI(Graphic User Interface)기반으

로 구성하였으며, 선박 주요장비와 통신 및 하드와이어 신호로 연동되어 선박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

록 한다. 수집된 데이터는 저장하여 추후 운항자가 선박 운항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ABSTRACT 

The electric power system based on fuel cell is applied in various forms to the ship and offshore plants. In particular, 
a research on the hybrid power system of the fuel cell combined with battery in connection topology has been 
researched actively. Fuel cell-based hybrid ship has not been carried out research, it is not carried out research in the 
integrated monitoring system. In this paper, we developed an integrated monitoring system to increase the convenience 
and stability for the hybrid fuel-cell ship operator. Research into integrated monitoring system based on GUI (Graphic 
User Interface), in consideration of the stability of the user convenience and ship operations, and developed 
communication and hardwired signal with the main equipment of the ship, to see in realtime state of the ship. The 
collected ship operation data is stored and it can be seen after the ship oper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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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환경문제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

라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강화되어지고 있다. 또한 교통

의정서(Kyoto Protocol to UN Framework Convention 

Climate Change)가 체결됨으로써 기후변화체제에 대한 

국제환경법의 서막이 열리게 되었다. 이에 국제해사기

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가 국제항

해 선박 및 영해를 항해하는 선박에 대하여 규제하도록 

위임하고 있다[1-3].

국내에선 연료유 상승과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선박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법과 신재생에너지를 

선박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재생에너지원인 연료전지를 적용한 

선박의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현 및 개발에 방안에 

대하여 기술하였다[4,5].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은 선박 운영자가 보다 편리하

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야 하며 통합 

모니터링시스템으로부터 선박의 위험상황 등을 사용자

가 미리 인지하여 주추진기관의 운전, 위험요소 등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연료전지 기반의 선박은 국내에서 연구된 사례가 극

히 드물며 국외 사례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선 연료전지 선박이 가지는 위험요소를 분석

하고 위험요소에 사용자가 대응 가능한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제안한다. 연료전지 선박 통합 모니터링 시스

템은 선박 추진시스템에 필요한 각 장비들의 상태를 통

합적으로 나타낼 뿐만 아니라, 선내 기타 장비들의 상

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통합 모니터링 시

스템은 주요 장비인 연료전지, 배터리, 수소가스 등의 

상태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통신 및 Hardwired를 통하여 

구성하였으며, GUI(Graphic User Interface)기반의 모

니터링 시스템을 통하여 사용자에게 선박의 운용 상태

를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구성하였다. 

Ⅱ. 연료전지 선박 개요

연료전지는 수소와 산소의 화학반응을 통하여 전력

을 생산하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연료전지는 보통의 화

학전지와 동일한 방법으로 전기에너지를 발생시키지

만, 닫힌 계내(界內)에서 전자반응을 하는 화학전지와 

달리 반응물이 외부에서 연속적으로 공급되어, 반응생

성물이 계외(界外)로 제거된다. 따라서 연료전지의 전

력생성 방법은 연료를 연소시켜 회전에너지를 전기에

너지로 변화시키는 기관과 달리 회전부위가 없어 소음 

및 진동이 없다는 장점을 가지며 화학반응을 통하여 전

력 생성 후 반응생성물이 물만 생성되므로 친환경적이

다. 그러나 화학반응을 통하여 전기에너지를 생성하는 

특성상 보통의 화학전지와 달리 반응속도 및 촉매반응

에 따라 응답특성이 늦어 빠른 부하변동에 강인하게 대

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6,7].

이러한 연료전지의 장점은 배출가스 규제가 강한 연

안 및 강 등에 활용하기 좋으며 연료전지로 생산된 전

력을 사용하는 추진 모터(Propulsion Motor)를 사용함

으로 아래와 같은 이점을 가질  수 있다. 

첫째, 전력생산 및 추진을 위한 내연기관(발전기 및 

디젤기관 등)이 탑재되지 않음으로 내연기관에 필요한 

각종 보조기기(Blower, Pump, Cooling System 등)를 탑

재하지 않아 선박에 탑재되는 장비의 무게를 줄일 수 

있다. 이는 선박에 탑재할 수 있는 물류 또는 승선원을 

늘릴 수 있으며 에너지 효율측면에서도 이점을 가진다. 

또한 전기 모터를 주 추진 장치로 가지므로  전력생산

장치(연료전지 및 배터리)의 탑재위치가 비교적 자유로

워 공간 활용에 좋다.

둘째, 내연기관(발전기 및 주 추진기)의 미탑재로 

인하여  진동 및 소음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

료유 탑재를 하지 않음으로 탑승자에게 불쾌감과 멀

미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유증기 냄새를 줄일 수 있다. 

이는 탑승자에게 보다 쾌적한 선상환경을 제공함으로

써 선박에 대한 불쾌한 이미지를 줄일 수 있으며, 레저 

선박, 여객선 등의 활용으로 선박 환경의고급화를 도

모 할 수 있다. 

그러나 빠른 부하변동에 강인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단점은 선박과 같이 추진부하가 외부영향을 많이 받는 

시스템에서 많은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 이를 보완하

기 위해 연료전지 시스템은 배터리와 연계하여 사용하

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 논문에서 개발한 연료전지 선

박 또한 급격한 추진부하에 따른 선박 안정성 확보를 

위해 25kW급 연료전지 2Set와 15.6kWh급 리튬이온 

전지 3Set를 적용하였으며 사용자가 선교에서 각 장비

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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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개발한 연료전지 선박의 주요 장비 주요사양은 표 1

과 같으며, 시스템 계통도는 그림 1과 같이 구성되어져 

있다. 연료전지 선박은 HT(Hydrogen Tank), FCS(Fuel 

–Cell System), BMS(Battery Management System), 

PMS(Power Management System) 및 통합 제어 & 모니

터링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Table. 1 Fuel cell ship specification

Equipment Specification

Fuel-cell
30.5kW * 2set
PEMFC
104V_300A

Fuel-cell
DC/DC
Converter

25kW * 2set
330V_43A
Ramp<=10A/sec

Hydrogen
Tank

350bat tank *
74L(350 bar)

Battery
Lithium-ion battery(15.6kWh) * 3set
296V_53Ah

Propulsion 
System

Water_jet * 2set
Propulsion Motor(45kW) *2set
Max. Power 90kW

연료전지는 연료전지의 수명 및 안정성을 위하여 부

하변동에 따른 응답속도가 비교적 느리게 응답하도록 

구성된다. 이에 따라 그림 1과 같이 연료전지의 DC/DC 

컨버터 출력부에 배터리시스템의 출력부(배터리 충전

부)와 연계하여 선내 전력공급 및 추진모터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갑작스런 연료전

지의 이상 또는 배터리의 사용불가에 따른 위험상황에 

외부로 위험상황을 알리기 위해 항해 및 통신 장비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UPS(Uninterruptible Power 

Supply)를 설치하여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Ⅲ. 모니터링 시스템

3.1.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성

연료전지 선박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하여 연료전지

의 상태, 배터리의 SOC(State Of Charging)상태, 수소탱

크의 수소 잔량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선내 전

력시스템 및 추진시스템의 제어가 가능해야 한다. 모니

터링 및 제어시스템은 각 장비와 통신 및 Hardwired 신

호로 구성되어있으며 사용자가 Panel PC 모니터 및 선

내 Control Console에서 상태 확인이 가능하도록 구성

Fig. 1 Summary of the fuel-cell ship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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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있다. 또한 선박 운항 데이터 확인을 위해 각 장비

의 상태 및 추진상태 데이터를 저장하도록 구성하였다.

선박 중앙제어기는 NI(National Instrument)社의 C-RIO

로 구성하였으며, 각 장비(Fuel Cell, Battery 등)와의 통

신 및 Hardwired신호를 송․수신하여 선박 운항자가 

선박의 상태를 쉽고 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GUI기반

의 통합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작성하였다. 각 장비와의 

통신 및 Hardwired 신호는 아래 표 2와 같다.

Table. 2 Fuel cell ship signal specification

Equipment Signal type
Fuel-cell
system

RS-485(Fuel-cell system state)
Hardwired signal(On/Off)

Battery
system

CAN 2.0B(SOC & Battery State)

Hydrogen
Tank

Hardwired signal
(State & residual quantity)

PMS(Power 
Management 
System)

RS-485
(Load control & ship electirc load state) 

Propulsion 
System

Hardwired signal
(Motor driver control)

Ship
control console

Hardwired signal
(Ship equipment control S.W)

Hardwired 신호는 선내 장비의 상태확인하기 위해 

4~20[mA]의 전류신호와 24V Level의 Digital 신호로 

이루어져 있으며, Digital 신호의 경우 Sink type의 신

호로 구성하여 중앙제어기와  장비간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있더라도 신호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구성

하였다. 주요 신호 및 Control console 신호를 제외한 

데이터는 통신으로 모니터링 및 제어가 가능하도록 구

성하였다. 

3.2. Control console

개발한 연료전지 선박의 Control console 및 중앙제

어기는 유럽에서 개발되어 현재 운항 중에 있는 연료전

지 기반의 여객선인 ZEMSHIP을 바탕으로 설계하였다. 

그림 2는 독일에서 개발한 연료전지 기반의 여객선

인 ZEMSHIP의 Control Console을 나타내다[4,5,8].

ZEMSHIP의 경우 항해 및 통신 장비 이외에 NI社의 

LabVIEW를 활용한 GUI기반의 모니터링 시스템, 선내 

부하(장비 및 선내 시설 등)를 제어하기 위한 버튼 등으

로 이루어져 있다. 

Fig. 2 ZEMSHIP control console

ZEMSHIP 및 개발한 연료전지 선박 등 소형 선박의 

경우 한명의 운항자가 선박의 모든 장비에 대하여 제어 

및 모니터링을 해야 하므로 운항자 편의를 갖춘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은 매우 중요하다[4,5,8]. 본 연구

에서 개발한 연료전지 선박은 선내 부하의 종류 및 기

능에 따라 분류하여 운항자가 하나의 버튼으로 제어 가

능하도록 구성하였으며 선박의 상태에 따라 운항자가 

선내 모든 부하에 대하여 각기 제어 가능하도록 구성하

여 보다 안정성을 높였다. 또한 모든 부하는 Control 

console에서 원격 제어가 가능하지만, 제어가 불가능한 

상태를 대비하여 선교(Bridge) 뒤편에 수동 배전반을 

설치하여 각 부하를 수동으로 제어 가능하도록 구성하

였다. 그림 3은 개발한 선박의 Control console을 나타

낸다.

Fig. 3 Developed ship control cons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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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GUI 기반의 모니터링 시스템

GUI기반의 모니터링 시스템은 각 주요 장비(연료전

지, 배터리 등)로부터 수신된 통신 및 Hardwired 신호를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GUI기반의 모니터링 시스템

으로 출력하도록 구현하였으며, 수신된 정보를 저장하

는 역학을 수행한다. 

GUI 기반의 제어 및 모니터링 시스템은 NI社의 

LabVIEW를 이용하여 제작하였다. 각 장비와의 통신으

로 송․수신된 데이터를 사용자가 확인하기 쉽도록 주

요 신호 값을 표시해주는 화면과 각 장비별 세부항목까

지 보여줄 수 있는 화면을 각기 제작하였으며 송․수신

된 데이터는 Excel파일로 초당 한 번씩 데이터를 저장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그림 4는 제작된 GUI 기반의 

통합 모니터링 프로그램이다.

Fig. 4 Fuel-cell ship monitoring & control program

GUI기반의 모니터링 프로그램은 다섯 가지 탭으로 

나누어져 각 장비의 상세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

하였다.

Fig. 5 Fuel-cell ship monitoring & control program

그림 5는 NI社의 LabVIEW 프로그램으로 작성한 모

니터링 및 제어 블록다이어그램이다.

Ⅳ. 시험 및 결과

4.1. 연료전지 선박 제작

연료전지 선박은 전장 약 20m, 최대 선속 15km/h, 승

선인원 50명 내외의 선급의 주요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유람선 형태의 시제선을 제작하였다. 제작한 선박은 해

상위에 반복 운항을 거쳐 수정 및 보완을 하여 신뢰성

을 갖추도록 하였다. 

Fig. 6 Developed fuel-cell 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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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Main control box

그림 6은 제작한 연료전지 선박을 나타내며, 그림 7

은 중앙제어기함을 보여주고 있다. 중앙제어기함은 선

교에 설치되어있는 Control console 밑에 설치되어 각 

장비 모니터링 및 제어 동작을 수행한다.

4.2. 연료전지 선박 시험 결과

제작한 연료전지 선박은 각 장비 간 통신으로 연동되

는 부분은 육상에서 테스트를 진행하여 완료하였다. 그

러나 육상에서 각 장비 통신 연동이 안정적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모든 장비가 연동되는 경우와 추진 전력으로 

인한 노이즈, 선체 진동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육상테스트 연동 이후 

해상 테스트 진행은 필수적이다. 테스트 장소는 부산 

강서구 녹산동에서 밀물일 때 선박 운항 테스트를 진행

하였다. 

Fig. 8 Fuel-cell ship test place 

그림 8은 부산 녹산에 위치하고 있는 항구의 위치 및 

실제 개발한 연료전지 선박을 시운전 한 장소를 나타낸

다. 연안에서 해상 시운전을 진헹 함에 따라 전기추진

모터를 이용한 워터젯 추진방식의 소손을 방지하기 위

해 바다상태가 만조일 때 시운전을 진행하였다.

4.3. 연료전지 선박 시험 결과

시험은 개발한 연료전지 선박을 부산 녹산 근처 해안

에서 반복 운항하여 각 장비의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수

신하여 운항자가 선박 운항에 있어 안정적으로 운항이 

가능한지 확인하였다. 또한 운항자가 선박 운항하는데 

있어 데이터 직관성 및 조작 편리성을 갖추는지 확인하

였다. 아래 그림 9는 선박 조종 자격증 보유자가 운항 

시험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Fig. 9 Fuel-cell ship control & drive test  

각 장비간의 통신은 RT(Real Time)기반의 제어동작

을 수행하여 200ms이내에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

도록 구성하여 운항자가 실시간 현재 선박의 상태를 확

인하여 실시간으로 위험상황을 인식하여 운항 가능함

을 확인하였다.  그림 10은 선박 추진 모터 출력에 따른 

연료전지 2Set 및 배터리 3Set의 출력 변화를 시간에 따

라 나타낸 데이터 값을 나타낸다. 좌측 상단부터 아래

쪽으로 1번 배터리(a), 2번 배터리(b), 3번 배터리(c)의 

출력상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우측 상단부터 아래쪽으

로 1번 연료전지 출력(d), 2번 연료전지 출력(e), 선박 

추진 전동기 소모전력(f)을 나타낸다. 추진전동기 출력

(최대 90kW)이 연료전지 출력(25kW * 2set)보다 높은 

전력을 요구할 때 배터리에서 부족한 전력을 안정적으

로 공급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1은 시운전 시험 장

소에서 선박 실 운항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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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Fuel-cell ship operation test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연료전지 선박의 통합 모니터링 시스

템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현재 국내에서 상용화 및 운

항되어지고 있는 연료전지 선박은 없으며 이에 따라 안

정적인 운항에  필요한 각 장비의 상태 및 정보내용을 

알 수 없다. 

본 논문에서 연료전지 선박의 특성 및 운항자의 편리

성을 고려한 GUI기반의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및 

Control console을 설계하여 개발하였다. 연료전지 선박 

운항 시험을 통하여 연료전지의 상태, 배터리의 상태 

및 남은 수소연료의 잔량 등을 운항자가 실시간으로 확

인 할 수 있어 운항 가능한 시간 예상 및 안전 운항을 위

한 필수조건을 만족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후 연료

전지 선박의 지속적인 운항시험을 통하여 연료전지 선

박의 통합 모니터링시스템 체계구축을 위하여 많은 연

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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