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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emperature and humidity regulations of an open-cathode PEM fuel 
cell with balance of plant (BOP) are developed in this study. The axial fan, a bub-
ble humidifier, set of solenoid valves and a controller are used to perform temper-
ature and humidity control simultaneously. A  fuzzy controller is designed, and it 
shows its superiority in real-time controlling for strong non-linear dynamical fuel 
cell system. The axial fan speed is used for temperature control and solenoid 
valve on/off signal of the bubble humidifier is used for humidity control. The axial
fan speed is controlled to keep the fuel cell temperature within the desired point. 
Meanwhile, the bubble humidifier is utilized to moisture hydrogen to manage the
water content of membrane. The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fuzzy controller 
effectively increases the output power of 10% for a PEM fuel cell. 

Key words : Open cathode type fuel cell(개방캐소드형 연료전지), Performance in-
crease(출력향상), Temperature control(온도제어), Humidity control(습
도제어), Fuzzy controller(퍼지제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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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난 몇 십 년 동안 연료전지의 효율, 안정성 

및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 연료전지 응용 분야에 

눈부신 발전을 갖고 왔다. 그중에서 연료전지의 

수명과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온도 및 습도를 적

절하게 유지시켜주는 것이 매우 필요한 기술이며 

특히 습도 제어 또는 물 관리(water management) 

기술은 외부에서 부하가 급격하게 변동하는 자동

차 같은 응용 분야에 매우 중요한 인자이다1,2). 습

도가 너무 높다면 과포화되어 수증기가 액체 물

로 변하게 되고 이러한 현상은 가스 확산층(gas 

diffusion layer, GDL)의 기공들을 막게 되어 연료

전지의 성능이 급격히 떨어지는 요인이 되며,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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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습도가 너무 낮게 되면 멤브레인의 수소이온 

이동 특성이 나쁘게 되어 전기 전도도가 낮게 되

므로 성능이 떨어지게 된다3). 따라서 연료전지의 

성능과 수명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적당한 수분

이 유지되어야 하며 본 논문에서는 능동적으로 

이러한 수분을 제어 유지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

하는 것이다. 능동적으로 연료전지 내부의 수분을 

조정하기 위하여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버블타입

의 습도기를 제작 사용하였으며 솔레노이드 밸브

의 on/off 제어를 통해 연료전지로 들어가는 수소

의 습도를 제어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되어진 연료전지는 개방 캐소드

형의 연료전지이다. 개방 캐소드형의 연료전지는 

주변부대장치가 간단하므로 가격이 저렴한 반면 

온도를 조절하는 장치가 공기 팬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온도 및 습도 조절을 하기가 매우 까다롭

다. 또한 개방 캐소드형의 연료전지의 공기의 통

로는 대기상태의 공기를 멤브레인에 직접 도달하

기 때문에 음극인 공기극의 습도를 제어하는 것

은 거의 불가능하며 본 연구에서는 양극인 수소

극의 수소 입력부분 습도를 제어하여 전체 시스

템의 습도를 제어하고자 한다. 한편 온도는 연료

전지의 성능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인자로서 

연료전지의 성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온

도 범위 내에서 연료전지를 구동시켜야 한다4,5). 

Cheng 등6)은 연료전지의 동작 온도가 높으면 일

반적으로 높은 성능을 나타냄을 보여 주었다. 

Riso 등7)은 외부 가습장치 없이 온도 제어만으로 

습도 제어를 실시간으로 제어하였으며 Vasu 등8)

은 물리화학적 연료전지 모델을 개발하여 상대습

도가 연료전지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으

나 실시간 제어를 수행하지 못하였다. 온도 제어

는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 수행되어져 왔는데 Bao 

등9)은 PI 제어기를 사용하여 5 kW의 연료전지의 

온도를 제어하였으며 Ahn과 Choe10)는 열적 모델

을 개발한 후 PI 제어를 통하여 연료제어의 온도 

제어를 시뮬레이션하였다. 

연료전지는 전기화학 반응을 통하여 화학 에너

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에너지원으로써 동

적 모델링 자체가 비선형성이며 온도와 습도는 

서로 상관관계를 갖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선형 

제어 방식인 PI 제어로는 온도와 습도를 제어하기

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비선형성

이 강하고 모델링이 부정확하더라도 사용 가능한 

Fuzzy 제어기를 사용하였다. 본 논문은 지금까지 

온도와 습도를 동시에 실시간으로 제어한 전례가 

거의 없는 연구 분야를 수행하였으며 전기화학 

및 열 모델을 통해 최적의 변수를 찾았으며 실시

간 제어기를 설치 실험을 통하여 그 효율성에 대

하여 고찰하였다.   

2. 모델링

2.1 전기 화학 모델

퍼지제어기를 설계하기에 앞서 온도와 습도가 

연료전지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또한 

제어기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전기화학 모델과

열 모델을 개발하였다. 전기화학 모델은 일반적으

로 식 (1)과 같다11-14).

  ×
 

× ln  

       (1)

위 식은 단위 셀에 대한 Nersnt 전압을 표시한 

식이며 Tst는 스택의 온도, PH2와 PO2는 각각 수소

와 산소의 분압을 의미한다. 연료전지 전체의 전

압은 식 (2)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

        (2)

위 식에서 n은 셀의 개수이다. 또한 Vact, Vohm 

Vmt는 각각 활성화 전압강하, 옴저항 전압강하, 질

량이동에 의한 전압강하 등을 표시하며 이러한 

강하 값들은 실험에 의해 구할 수 있으며 이들 값

들을 구한 후 2 kW 개방 캐소드 연료전지에 대한 



원위위⋅최미화⋅양석란⋅김영배    371

Vol. 28, No. 4, August 2017 Transactions of the Korean Hydrogen and New Energy Society  <<

Fig. 1. Polarization curve comparison for a 2kW fuel cell 

Fig. 2. Temperature comparison for a 2kW fuel cell using PI 
control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Fig. 1에 나타내었다. 본 실

험은 전류를 0 A->80 A로 연속적으로 변화시켜가

며 전압을 측정한 결과이다. 이 그림에 의하면 연

료전지의 전기화학 모델이 매우 정확함을 알 수 

있다.   

2.2 열 모델

개방 캐소드형 연료전지의 열 모델은 동적으로 

변하는 연료전지의 온도 변화를 나타내며 온도의 

변화율은 전기화학 반응에 의해서 연료전지에서 

발생하는 열과 방출되는 열의 관계식은 일반적으

로 아래와 같이 구할 수 있다.




   


       (3)

위 식에서 Tfc는 연료전지 스택의 온도이고 스

택 질량 mfc와 비열 Cfc는 실험으로 각각 구하였

다. 즉, 일정한 부하를 인가한 후 변화하는 온도 

곡선을 이용하여 스택 질량 mfc와 비열 Cfc을 구하

였다. Hreact는 전기화학반응에 의해 발생하는 연료

전지 에너지이며 Pst는 연료전지에 걸리는 외부 

부하 에너지이며 개방 캐소드형 연료전지는 공기 

냉각 팬의 의해서 손실되는 에너지가 주를 이루

기 때문에 Qrad,B2amb 방출 에너지를 생략하였으며 

공기 냉각 팬에 의해 능동적으로 방출되는 에너

지 Qcool은 펄스변조폭(pulse width modulation; pwm)

에 의해서 조절되어지는 팬 모터의 속도 함수로써 

식 (4)와 같이 표현되어진다.

     (4)

위 식에서 dfan은 냉각팬의 속도를 제어해주는 

pwm 신호의 주기비 (duty ratio)를 나타내며 이 신

호에 의해 연료전지 온도를 제어할 수 있다.

열 모델의 정확성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간단한 

PI 제어를 이용하여 공기 팬의 속도를 조절하여 일

정한 온도를 유지하게 시뮬레이션과 실험을 수행

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 2에 보여 준다. PI 제어기 

튜닝은 Ziegler-Nichols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시뮬

레이션은 시뮬링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수행

하였으며 시뮬레이션과 실험은 총 2시간 정도 수

행하였으며 PI 제어를 이용한 온도 제어의 경우 일

정한 온도에 도달하기 위하여 30분 정도의 긴 시

간이 걸림을 보였으며 또한 PI 제어의 경우 심한 

오버 슛과 언더 슛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3. 퍼지를 이용한 연료전지의 온습도 제어 

3.1 최적 동작 변수 

연료전지의 성능은 온도와 습도에 따라 변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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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emperature effect on the 2kW fuel cell voltage

Fig. 4. Relative humidity effect on the 2kW fuel cell voltage 
Fig. 5. Fuzzy logic controller for temperature and humidity 
control 

므로 성능 최적화를 위해서 제어해야 할 최적의 

온도와 습도를 먼저 알아야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발된 전기화학 모델과 열 모델

을 이용하여 온도 변화에 습도변화에 따른 연료

전지의 파워 변화를 시뮬레이션하였다.  

Fig. 3과 Fig.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온도는 50oC

에서 상대습도는 수소극 입구 습도 80%에서 최적

의 성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습도 제어의 경우 

항상 RH=80%로 유지하였을 경우 외부 부하가 많

이 걸릴 경우에는 과포화 상태가 되어 물이 생성

되므로 오히려 성능이 나빠지게 된다. 따라서 외

부 부하 변동에 따라 적절한 습도를 수소극 입구

에서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수학적으로 

규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퍼지 제어기를 사용하

여 해결하였다.

3.2 온습도 제어를 위한 퍼지제어기 설계     

본 논문에서는 5개의 입력변수와 2개의 출력변

수를 갖는 다입력다출력(multi input multi output, 

MIMO) 퍼지 제어기를 설계하였다. 5개의 입력 변

수는 외부 전류, 수소극 상대습도, 전압 변동률, 온

도차 변화율 그리고 온도차의 미분 값이며 출력 

값으로는 공기 냉각팬의 듀티비와 버블 가습기의 

on/off 제어 신호이며 전체적인 구조는 Fig. 5와 

같다.

먼저 온도를 제어하기 위해서 사용한 입력 변수

로는 온도차, 온도차 미분값 그리고 외부 부하인 

전류 값이다. 온도차 미분값은 공기 팬을 미세 조

정하기 위한 입력변수 값이며 외부 부하 전류는 

공기 팬 속도를 큰 범위에서 조정하기 위한 변수

로 사용하였다. 온도차의 범위는 [-0.5oC, +0.5oC], 

온도차의 미분값 범위는 [-100oC/min, +100oC/min] 

으로 정하였다. 또한 전류값 범위는 [0 A, 70 A]으

로 설정하였다.

Fig. 6은 입력 변수들에 대한 멤버십 함수들을 

표시한다. 외부 전류는 7개의 범위로, 온도차 미분 

값은 5개 범위 그리고 온도차도 5개의 범위로 설

정하였다. 이러한 멤버십 함수들은 일정한 공식으

로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실험을 통하여 조정하

였다. 또한, 출력으로 사용되어지는 출력 팬 듀티

비 범위는 [0, 1]이며 듀티비 0은 모터가 정지하였

을 때 듀티비 1은 모터가 최대로 회전할 때의 값

을 의미한다. 모터 팬 출력의 범위는 Fig. 7과 같이 

10개의 그룹으로 미세 조정하였다. 

습도를 제어하기 위해 연료전지 내부의 습도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내부 습도를 측정하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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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a). Membership function for temperature error

Fig. 6(b). Membership function for load current

Fig. 6(c). Membership function for derivative of temperature 
error 

Fig. 8. Experimental set-up for temperature/humidity  control 
of a 2kW open cathode fuel cell

Fig. 7. Membership function for output motor control

다는 출구 습도의 정보와 연료전지 전압 변동률

을 입력으로 사용하여 퍼지 제어를 수행하였다. 

즉, 현재의 입력 상대습도가 높고 전압 변동률이 

작아지면(즉, 전류 번동 율이 커지면) 부하가 많이 

걸리게 되므로 이 경우 과포화가 일어나게 되어 

연료전지의 성능이 나빠지게 되므로 입구 습도를 

낮추어서 과포화 현상을 방지하여야한다. 

한편, 입구 상대습도가 낮고 전압 변동률이 커

지면 자체 발생하는 습도가 작아지므로 입구 습도

를 높여야 한다. 본 퍼지 제어기에서는 전압 변동

률을 양수와 음수로 나누었으며 출력은 습도를 높

일 경우 버블가습기를 통하는 솔레노이드 밸브 동

작 on과 습도를 낮출 경우 버블 가습기를 바이패

스 하여 직접 드라이한 수소를 공급하는 솔레노이

드 밸브 off 방식을 사용하여 습도를 제어하였다.

습도 제어에 사용하는 멤버십 함수의 그림들도 

위의 온도 제어와 비슷한 모양을 갖고 있으므로 

생략하였다. 퍼지 제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의 하나는 그림 중의 멤버십 함수 분포 경계를 설

정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여러 번의 실험을 

통하여 가장 최적의 멤버십 함수를 갖는 퍼지 제

어기를 설계하였다. 

4. 실험 및 결과 

4.1 실험장치

전체적인 실험장치 사진은 Fig. 8과 같다.

HT-01DV 온습도 센서와 열전대를 사용하여 온

도를 측정하였다. HT-01DV 온습도 센서는 온도 

제어를 위해서 온도 변화량을 측정하고 습도를 

측정하는데 사용하였고 열전대는 연료전지 분리

판 (bipolar plate)에 삽입하여 실제 내부 온도를 측

정하였고 정확한 온도 제어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류계인 WCS1600을 사용하여 전류를 측정하였

으며 실시간 온습도 제어기로는 National Instrument

사의 NI-PXI 6221 장치를 사용하였다. 실시간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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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Load variation curve to test fuel cell performance

Fig. 10. Temperature control result comparison with temper-
ature only control and temp/humidity control

Fig. 11. ON/OFF signals of the solenoid valve for humidity 
control 

알고리즘은 랩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으며 퍼

지 로직도 랩뷰를 사용하여 프로그래밍하였다. 또

한 M9716 프로그래밍 전기부하기를 사용하여 연

료전지의 외부 부하를 인가하였다.

4.2 실험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퍼지 제어기를 사용하여 실시간

으로 연료전지의 온습도 제어를 하여 개방 캐소

드형 연료전지의 출력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실험에 사용되어진 2 kW급 연료전지는 호라이즌

사의 H-2000 타입으로 공랭식이며 냉각 및 공기 

공급은 연료전지에 부착된 팬만을 사용하여 이루

어진다. 본 연료전지는 부대장치인 BOP가 간단하

여 가격이 저렴한 장점이 있으나 공기 팬을 이용

하여 공기 공급, 냉각 및 습도 조절을 동시에 하고 

있으므로 연료전지의 성능이 기타 연료전지에 비

해 떨어지며 온도가 60oC 이상 올라가면 연료전

지를 셧다운시키기 때문에 정밀한 온도 및 습도 

제어를 할 필요가 있다.    

외부 부하 변동에 따른 온습도 제어 효과를 얻

기 위하여 Fig. 9와 같이 부하 변동을 프로그래밍 

하였다.

총 실험은 36분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저부하와 

고부하 구간이 골고루 분포되도록 외부 부하 변

동을 설계하였다.  

Fig. 10은 기준 온도를 50oC로 정하고 온도 제어

만을 하였을 경우 그리고 온습도를 동시에 제어한 

경우에 실험 결과를 보여준다. Fig. 2와 비교하였을 

경우 온도 상승이 훨씬 빠르게 기준 온도에 도달함

을 알 수 있으며 PI 제어의 경우와 같이 오버 슛이

나 언더 슛이 없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000 s에서 

가장 높은 부하를 걸어주더라도 본 퍼지 제어기는 

연료전지의 셧다운 현상 없이 기준 온도를 잘 제어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온도 제어만의 경우와 온습

도 동시 제어의 경우 온도 제어에는 큰 차이가 없

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공기 팬의 속도 차에 의해

서 상대습도가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11은 퍼지 제어기에서 생성한 버블 가습기 

on/off 밸브 신호를 표시한다. 그림에서 on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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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Relative humidity variation at the hydrogen inlet

Fig. 13. Relative humidity variation at the cathode outlet

Fig. 14. Output voltage comparison with temperature only 
control and temp/humidity control

는 버블가습기를 통과한 습한 수소가 공급되며 off

인 경우에는 버블가습기를 통과하지 않은 드라이

한 수소가 연료전지 수소 극에 공급되어짐을 의미

한다. Fig. 9와 대조하여 보면 낮은 로드 범위에서

는 솔레노이드 신호가 on이 되어 높은 습도의 수

소를 공급함을 알 수 있으며 외부 부하가 높은 경

우 (600 s - 1000 s 구간) 에는 on/off가 펄스 트레인

처럼 반복되어져 원하는 습도를 추종함을 알 수 

있다. Fig. 12는 수소극 입구의 상대습도 변화를 나

타낸 그림이며 솔레노이드 밸브가 on 상태이면 입

구 습도가 75% 부근임을 알 수 있으며 솔레노이드 

밸브가 off가 되면 상대습도 값이 0 근처가 되는 

드라이한 수소가 공급되어짐을 알 수 있으며 이는 

Fig. 11의 신호 패턴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실험에서 수소 출구는 항상 물이 흘러나오므로 

수소극 출구 RH=100%로 가정할 수 있으며, 따라

서 본 연구의 경우 산소극 출구의 상대습도를 측

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 13과 같다. 이 그림에

서 보면 산소극 출구 습도는 20%에 근접함을 알 

수 있으며 이는 Fig. 9에서와 같이 급격한 외부 로

드 변화에 상관없이 습도가 일정하게 잘 제어되

어 짐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연료전지 내부의 습도

를 측정하는데에 한계가 있으며 산소극 출구 습

도가 20%이면 Fig. 4의 시뮬레이션 결과로 유추해 

볼 때 내부 습도가 80% 정도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온도 제어만 하였을 경우와 온습도 

제어를 동시에 제어 하였을 경우의 연료전지 출

력을 Fig. 14에 비교하였다.

Fig.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온습도 제어를 동시

에 하였을 경우 온도 제어만 하였을 경우 대비 연

료전지의 출력이 평균 10% 이상 향상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식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습도가 제어 

되는 경우에 멤브레인 내부 저항이 감소되어 결과

적으로 Vohm 전압 손실이 적게 되어 출력이 높아

짐을 알 수 있다.  

5. 결 론

2 kW급 개방 캐소드형 연료전지의 전기화학 

모델과 열 모델을 개발하고 모델의 정확성을 실

험과 비교하여 검증하였다. 개발된 모델을 이용하

여 최적의 온도와 상대 습도를 알아냈으며 이 값

들을 목표 기준 값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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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도 제어는 멤브레인 내부의 습도 측정의 어려

움과 모델 변수 측정의 어려움 때문에 일반적인 

모델 기반 제어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모델 

기반이 필요 없는 퍼지 제어기를 사용하였다. 

퍼지 제어기의 멤버십 함수는 연속적인 실험을 

통해 튜닝하였으며 실시간 제어 기반으로 온도와 

습도를 동시에 제어하였다. 

제어 결과 온도 제어만 할 경우보다 온습도 제

어를 동시에 할 경우 연료전지의 출력이 약 10% 

정도 향상되어짐을 볼 수 있었으며 이는 멤브레

인의 수소이온 저항이 감소하여 Vohm 전압 강하가 

작게 되어 출력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어 진다. 

본 연구는 향후 가정용 또는 수송용 독립전원형 

파워 공급기 상용화를 달성하는 데에 활용되어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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