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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본 논문에서는 소형 PEM(Proton Exchange Membrane) 연료전지 스택의 
BOS(Balance of Stack) 제어에 관하여 논의한다. 별도의 가습 장치가 필요치 않고 BOS
의 구성이 비교적 간단한 소형 PEM 연료전지 시스템에서는 팬과 퍼지밸브만의 제어를 
통해 스택 내부 수분의 조절과 열 관리가 수행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부하에 따
른 최적의 공기유량을 계산하고 요구되는 유량의 공급을 위해 팬을 제어하는 알고리즘
을 통해 소형 연료전지 시스템의 과도응답 특성과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관하여
제안한다. 150W급 소형 연료전지 시스템을 꾸미고,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이용한 제어회
로를 구현하여 실험함으로써 제안된 알고리즘의 유용함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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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다양한 종류의 연료전지 중 PEM(Proton 
Exchange Membrane) 연료전지는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동작하며, 효율이 좋을 뿐 아니라 다른 
종류의 연료전지에 비해 부피가 작기 때문에 휴
대용, 가정용 및 자동차용으로 이용하기 위한 연
구가 활발하다. 이러한 PEM 연료전지 스택은 상
압이나 가압 하에 동작 시킬 수 있는데, 소형 PEM 
연료전지 시스템에서 가압방식으로 연료전지 스
택을 사용할 경우 다소의 압력 이득이 생기지만, 
압축에 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고려한다면 실질적
인 효율의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1) 따라서 휴
대용과 같은 소형 연료전지 시스템의 제작에 있
어서는 주로 상압형 연료전지 스택이 사용되어 
지며, 이때 반응에 필요한 공기를 공급하기 위해 
팬 혹은 블로어가 사용된다. 또한, 주로 무가습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가습 장치와 같은 복잡한 
BOS(Balance of Stack)를 필요로 하지 않아 
시스템의 구성이 단순해지기 때문에 컴팩트한 시
스템을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스택 내
부의 수분 조절 및 열관리를 고려한 공급 공기 유
량의 제어가 시스템의 성능을 좌우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부하전류로부터 계산된 최적의 
공기유량의 공급을 통해 MEA(Membrane Electrode 
Assembly)의 수분 관리 및 스택의 열 관리를 동시
에 수행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제안한 알고리즘
의 타당성을 150W급 소형 연료전지 스택을 이용
한 실험을 통해 검증하였다.

2. PEM 연료전지 스택의 제어 알고리즘

PEM 연료전지 스택의 핵심 제어 요소는 크게 
수소와 산소의 공급, 스택 내부의 수분 관리 및 
스택의 열 관리로 나누어진다.(2) 소형 PEM 연료전
지 시스템에서 수소는 고압 실린더로부터 압력조
절기를 통해 스택에 직접 연결되어 공급되며, 이
때 공급되는 수소의 유량은 부하변동에 따른 스
택 내부의 순시적인 압력 차에 의해 결정된다. 따
라서 소형 PEM 연료전지 시스템의 경우 수소 공급
에 관한 제어는 필요치 않으며, 제어에 있어서도 
애노드측(연료극)의 산화반응이 캐소드측(공기
극)의 환원 반응에 비해 보통 10배 이상의 매우 
빠른 반응 속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공급되는 시
스템의 동적특성은 주로 공급되는 공기 유량의 
동특성에 의해 좌우되게 된다. 따라서 연료전지
의 반응에 필요한 공기 유량은 피드백 된 연료전
지 스택의 전류를 부하별 적정 유량으로 커브 피
팅 하여 구한 다항식에 대입하여 계산하고, 이를 
기준입력으로 하여 팬의 스피드를 계산함으로써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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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PEM 연료전지 스택의 열 관리

소형 PEM 연료전지 스택의 열 관리는 주로 연
료용 공기와 냉각용 공기를 함께 팬을 통해 공급
함으로써 성취된다. 스택의 발전과 동시에 발생
되는 열량 Qstack은 팬에 의한 강제 냉각에 의해 제
거되어야 하는 열량(Qcool), 자연냉각열량(Qdis), 
그리고 전기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유량에 의한 
냉각열량(Qreac)의 합과 같아야 하며, 이는 식 (1)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W]        (1)
연료전지의 전기 화학 반응을 통해 생성된 물

이 모두 수증기 상태로 스택에서 배출된다고 가
정하고, 연료전지의 반응엔탈피가 모두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되면, 셀의 출력전압은 1.25V(LHV 
기준)가 되며, 스택의 발열량은 다음과 같다.

         [W]        (2)

팬에 의해 공급되는 공기로 강제 냉각해야 하
는 열량은 다음과 같다.

   ∆         [W]        (3)
자연냉각 열량은 식(4)와 같이 자연 대류

(Qconv)와 복사(Qrad)에 의한 열량으로 구분된다.(2)

             [W]         (4)

연료로 사용되는 공기(  ) 또한 스택을 

냉각시키며, 이때 냉각되는 열량은 다음과 같다.

   ∆        [W]         (5)
따라서 연료전지 스택의 열량 중 강제 냉각에 

의해 제거해야 하는 부분을 위한 팬의 공기유량
은 식 (6)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mol/s]  (6)

2.2 PEMFC의 수분 관리 및 공기 공급

연료전지의 화학 반응을 위해 공급해 주어야 
하는 공기의 유량은 대기 중 산소의 비율을 고려
하여 식 (7)과 같이 계산된다.

  × ×


×


   [mol/s]   (7)

그러나 식 (7)의 값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반
응에 의해 산소가 모두 소진된 후, 산소의 분압 
저하에 의한 전압 손실이 커지게 되므로 실제로
는 식 (7)의 값보다 더 큰 값으로 화학량론(λair)
을 설정해 주어야 하며, 선행 연구에 의하면 공기
의 화학량론은 2∼2.4가 최적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3) 하지만 소형 PEM 연료전지 스택에서는 화
학량론을 부하와 스택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설
정해 줌으로써 외부 가습 장치 없이 MEA의 수분 
관리에 대한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다. 

PEM 연료전지 스택 내부의 MEA가 적절한 수분

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캐소드 출구공기의 상대
습도는 80%~100%가 되어야 하며(4~5), 동작조건이 
변화할 경우에도 이를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스
택 내부의 수분 조건을 충족시켜 주는 화학량론
을 계산하기 위해서 식 (9)를 이용하여 입구 공기
(대기)의 수분을 고려하였으며, 이를 식 (8)에 
대입하여 캐소드측 출구 수증기압(Pw)을 고려한 
공기의 화학량론을 계산할 수 있다.(4)

 

× 
                 (8)




                             (9)

따라서 스택의 반응에 필요한 공기 유량은 화
학량론을 포함하여 식 (10)과 같이 계산된다.

  × ×


×


×[mol/s](10)

Fig. 1 Calculated air flow and its fitted curve

최종적으로 팬에 의해 스택에 공급되어야 할 
총 공기유량은 식 (6)에서 구한 냉각을 위한 유량
과 식 (10)에서 구한 반응을 위한 유량의 합이 된
다. 그러나 이렇게 구한 값은 그림 1에서 보인바
와 같이 비선형이며, 실제 이 값을 매번 계산하는 
것은 많은 계산을 요구하므로 그림 1과 같이 전류
별 요구되는 유량을 계산하고 커브 피팅을 통해  
식 (11)과 같은 다항식으로 변환한 뒤 사용하였
다. 

 
 

   (11)

시스템의 제어에는 피드백된 전류값을 다항식

에 대입하여 필요한 기준공기 유량(  )을 간단

하게 계산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그림 2는 제
안된 방식의 제어 알고리즘을 적용한 소형 PEM 연
료전지 제어 시스템의 구성도이다.

 

Fig. 2 Block diagram of the proposed control  
  algorithm for a small PEM fuel cel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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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최적의 팬 선정 및 제어

소형 연료전지 시스템에서 BOS의 최적 조건은 
최소 전력을 소비하면서 안정된 스택의 운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소형 연료전지 시스템에서 가
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팬의 조건은 효율이 높고 
마이크로컨트롤러에 의한 제어가 가능해야 하며 
스파크 없이 동작하여야 하고 신뢰성이 높아야 
한다. 또한 요구되는 유량을 공급하기 충분한 사
양이어야 하며 응답특성이 빠를수록 좋다.

실험을 위한 150W급 PEM 연료전지 스택의 운
전에 필요한 최대 공기 유량의 계산값은 약 
3.4[mol/s]이므로 0.86[mol/s]의 정격 풍량과 
2.4[W]의 정격 소비전력을 갖는 BLDC(Brushless 
DC) 팬을 스택 좌우에 각각 2개씩 장착하여 사용
하였다. 운전에 필요한 기준 공기 유량을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 팬의 속도 제어는 필수적이다. 
BLDC 팬의 속도 제어에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정확성이 높고 비교적 잡음 수준이 
낮으며 외부 구성요소로 인한 전력손실이 없어 
가용 전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내장 PWM(Pulse 
Width Modulation) 제어 방식을 이용하였다.

팬의 속도 제어기 설계를 위해서는 팬의 전달
함수가 요구되며, 일반적인 BLDC 모터의 인가전
압에 대한 각속도의 전달함수는 다음과 같다.

 







×


      (12)

본 논문에서는 팬의 스텝 응답 실험을 수행한 
뒤 LabVIEW의 System Identification  Toolbox를 
이용하여 전달함수를 추정하였다. 그림 3은 스텝 
전압 입력에 대한 팬의 응답 특성 시험이며, 추정
된 모델의 응답이 실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1에는 추정된 팬의 시스템 상수를 나
타내었으며,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팬은 오
버슈트가 없는 과제동 특성을 나타내었다. 시스
템의 스텝 응답시간은 약 6초 정도이며, 이처럼 
느린 과도응답은 결국 PEM 연료전지 스택의 공기 
유량의 공급을 지연시키게 되며, 결국 스택의 동
특성 및 안정성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그림 1과 같이 팬의 폐루프 시스템을 
구성하고 식 (13)과 같은 PI 제어기를 이용하여 
팬에 인가되는 PWM 파형을 제어함으로써 팬의 과
도응답을 개선시켰다. 표 2는 PI 제어기의 이득
이며, 그림 4는 팬의 개루프 및 폐루프 보드 선도
를 보여주고 있다.

  


                          (13)

연료전지 스택의 캐소드측에서는 전기화학 반
응의 부산물로 수분이 생성된다. 외부 가습 장치
가 없는 소형 PEM 연료전지 스택에서는 동작조건
에 맞게 출구공기의 상대습도를 80∼100%로 맞춰
주는 화학량론을 설정해 줌으로써, 생성된 수분
이 전기삼투 드랙에 의해 MEA내에서 적절히 순환
되도록 하고 일부는 캐소드측을 순환하는 공기에 
의한 증발로 제거시킨다. 그러나 중부하에서 연
료전지의 반응이 활성화되어 캐소드측에 생성되
는 수분이 많아질 경우, 전기삼투 드랙에 비해 역
확산률이 높아지면서 캐소드측으로부터 애노드측

으로 수분이 역확산 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잉
여수분의 축적을 방지하려면 퍼지를 통한 수분의 
배출이 요구된다. 주로 퍼지조작은 스택 출력과 
퍼지 간격의 함수로 프로그램 할 수 있으며(1),본 
논문에서는 실험을 통해 만든 부하 전류에 대한 
퍼지주기의 Look-up Table을 이용하여 솔레노이
드 밸브를 제어하였다(표 3).

Fig. 3 Step response of the fan 

Table. 1  Extracted fan parameters 

시스템 상수 추정된 상수 값

이득, K 67.3

감쇠율, ζ 1.12

고유 주파수, ωn 1.33

Table. 2  Gain of the PI controller

비례 이득, Kp 0.12

적분 이득, Ki 0.0032

Fig. 4 Open loop and closed loop response 
of the BLDC fan

Table 3  Look-up table for the purge cycle 

부하전류 [A] Purge Cycle [초]

0∼3.0 30

3.0∼6.0 20

6.0∼9.0 10

9.0 이상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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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및 고찰

실험에 사용된 150W급 PEM 연료전지 스택은 
24개의 단전지와 냉각을 위한 3개의 냉각셀로 이
루어져 있으며, 전극의 면적은 50cm2로 BCS Fuel 
Cell사에서 제작되었다. 순도 99.99%의 수소 사
용이 요구되기 때문에 실험에서는 고압 실린더에 
100기압으로 저장된 고순도 수소를 압력 조절기
에 의해 0.2 기압으로 감압한 뒤 스택에 공급 하
였으며, 애노드에는 퍼지를 위한 솔레노이드 밸
브가 연결되어 있고, 가습을 위한 별도의 장치 없
이 구동되기 때문에 시스템이 단순해져 소형 전
원으로 이용하기에 적합하다. 시스템을 자동제어
하기 위해 Atmel사의 8-Bit 마이크로컨트롤러인 
ATMega128을 이용하였다. 마이크로컨트롤러는 연
료전지 스택의 출력전류를 검출하여 요구되는 공
기 유량을 계산하고 PI 제어를 통해 PWM 방식의 
전압 제어 신호를 팬에 인가하여 팬의 속도를 제
어한다. 이때 퍼지 동작을 위해 Look-up Table을 
이용하여 검출된 부하 전류에 해당하는 퍼지 주
기를 확인하여 PFM(Pulse Frequency Modulation) 
방식으로 전압 신호를 제어용 MOSFET에 출력하여 
솔레노이드 밸브를 제어한다.

제안된 제어 알고리즘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그림 5와 같은 소형 150W PEM 연료전지 시스
템 및 제어회로를 구현하여 실험하였다. 그림 6
은 설계된 PI 제어기를 통해 제어된 팬의 응답파
형이다. 부하전류의 피드백으로부터 계산된 요구
되는 공기 유량을 공급할 수 있는 팬의 속도가 지
령치가 되며, 그림에서 팬이 지령 속도를 잘 추종
함을 알 수 있다. 그림 3과 그림 6의 스텝 응답특
성을 비교해 보면 제어기에 의해 속도 지령치를 
추종하는 시간이 매우 짧아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림 7은 제안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구성한 
PEM 연료전지 시스템의 부하변동에 대한 전압, 
전류 및 전력의 파형이다. 부하변동에 대해 안정
한 추종성능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으나, 부하 급
변시 연료전지 스택에 전압 오버슈트 및 언더슈
트가 발생함을 볼 수 있으며, 이는 후단에 위치할 
DC-DC 컨버터의 제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
로 슈퍼커패시터와 같은 보조 에너지 저장장치를 
이용한 보완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소형 PEM 연료전지 스택용 BOS 
제어 방법에 대해 제안하였으며, 150W급 소형 연
료전지 시스템을 이용한 실험을 통해 제안된 알
고리즘의 유용함을 검증 하였다. 팬과 퍼지 밸브
의 최적 제어를 통해 안정한 운전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으며, 팬의 PI 제어를 통해 동특성이 향상
됨을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제안된 제어 알고
리즘은 소형 PEM 연료전지를 이용한 휴대용 전원
의 제어를 위해 널리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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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Developed small PEMFC power system

Fig. 6 PI Control of the BLDC fan

Fig. 7 Operating characteristics of the PEM 
fuel cell power system with the proposed 

control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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