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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구 환경변화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도가 폭발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 IMO)에서도 선박에서 배출되는 다양한 오염원들 중에서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한 환경 

규제 문제가 해양환경보호위원회(Maritim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 MEPC)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1]. 

선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선형 개선, 추진 계통의 개선, 기계 장치의 개선, 폐열회수 시

스템 장착, 효율적인 운전 유지⋅보수 등 다양한 대안들이 대두되고 있으며 단기 및 중기적인 대책으로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2]. 또한, 2000년도 초반부터 장기적이고 근본적으로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을 저감하기 위한 대책으로 미래 친환경 기술로 주목 받고 있는 연료전지(Fuel Cell)기술의 적용을 위한 연구개발 

또한 진행되고 있거나 계획되어지고 있다[3-12]. 특히, 연료전지 기술의 선박 적용을 위해서는 안정성이 반드시 확

보되어야 하며, 이러한 점들을 검토하기 위하여 선박에 채용 가능한 연료전지인 고체고분자형 연료전지

(PEMFC)[3,6], 용융탄산염 연료전지(MCFC)[4,6] 및 고체산화물형 연료전지(SOFC)[5] 각각의 형식에 대한 해상환

경에서의 실증을 통한 연구가 EU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Matlab/Simulink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고체산화물형 연료전지의 스택과 압축기, 터빈, 펌프 및 열

교환기 등의 BOP(Balance of Plant)가 조합된 선박 전원용 연료전지 시스템 모델을 개발하여, 메탄을 연료로 사용

하는 내부개질형 500kW급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시스템의 열관리 측면에서의 시스템에 대한 다양한 검토를 수행한 결

과에 대하여 논하고 향후 개발방향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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