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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operating conditions greatly impact the efficiency and perform-
ance of polymer electrolyte membrane (PEM) fuel cell systems and must be 
properly managed to ensure better performance and efficiency. In particular, 
small variations in operating conditions interact with each other and affect the 
performance and efficiency of PEM fuel cell systems. Thus, a systematic study is
needed to understand how small changes in operating conditions affect the sys-
tem performance and efficiency. In this paper, an automotive fuel cell system 
(including cell stack and balance of plant [BOP]) with a turbo-blower was mod-
eled using MATLAB/Simulink platform and the sensitivity analyses of main oper-
ating parameters were performed using the developed system model. Effects of
small variations in four main parameters (stack temperature, cathode air stoi-
chiometry, cathode pressure, and cathode relative humidity) on the system effi-
ciency were investigated. The results show that cathode pressure has the great-
est potential impact on the sensitivity of fuel cell system efficiency.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can be used as a basic guidance to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achieving accurate control of the fuel cell operating conditions for the robust op-
eration of automotive PEM fuel cell systems. 

Key words : PEM (Polymer electrolyte membrane) Fuel cell(고분자전해질형 연료전지),
Operating parameter(작동 변수), System performance(시스템 성능), 
System efficiency(시스템 효율), Cathode pressure(공기극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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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menclature

b1 : function of membrane water content
b11, b12, b2 : experimentally determined constant
c1, c2, c3 : modeling constant
Cp     : specific heat, J/kg·K
Erev     : cell reversible voltage, V
Ecell : cell output voltage, V
F : Faraday constant, C/mol
H : hydrogen higher heating value, J/kg

i : current density, A/cm2

imax : current density that causes precipitous 
voltage drop, A/cm2

H : mass flow rate of hydrogen, kg/s

Ncell : number of stacked cells
p : pressure, bar
H : hydrogen partial pressure, bar

O : oxygen partial pressure, bar

Pb : blower power, W
PBOP : BOP power, W
Pcell : single cell power, W
Pgr : gross power of stack, W
Pn,s : net system power, W
Pp : pump power, W
Q : coolant flow rate, m3/s
roh : internal electrical resistance, Ω·cm2

Tcell : cell temperature, K
Ti : air temperature at blower inlet, K
Tref : reference temperature, K
tm : membrane thickness, cm
V0 : voltage drop at 0 A/cm2, V
Vac : activation over-potential, V
Vconc : concentration over-potential, V
Voh : ohmic over-potential, V

Greek letters

 : specific heat ratio
 : change in the Gibbs free energy, kJ
w : pressure drop of coolant flow, kPa

 : entropy change, kJ/K
 : membrane conductivity, (Ω·cm)-1

 : membrane water content

b : blower efficiency

m : motor efficiency

p : pump efficiency

n s : fuel cell system efficiency

Subscripts

a : air
ac : activation
conc : concentration
i : inlet
o : outlet
oh : ohmic

1. 서 론

최근 전 세계적인 지구 온난화에 대한 지속적 관

심과 CO2 배출을 감소시켜야 하는 필요성이 크게 대

두됨에 따라 자동차 업계에서는 높은 연료 효율과 

더불어 궁극적으로는 무공해(zero-emission) 차량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친환경, 무

공해 에너지원을 적용한 자동차의 개발에 세계 각국

의 자동차 회사들이 집중적인 노력을 진행해 오고 있다. 

연료전지는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 반응을 통하

여 전기를 발생시키는 친환경, 고효율 에너지원으로 

수송용, 발전용, 휴대용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

되고 있다. 특히 고분자전해질형 연료전지(polymer 

electrolyte membrane [PEM] fuel cell)는 빠른 응답 

특성, 비교적 낮은 작동 온도(60-80℃), 높은 출력 밀

도, 우수한 시스템 적용성 등으로 친환경 자동차의 

동력원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1-4). 그렇지만 자동차 

회사에서는 PEM 연료전지가 기존 내연기관을 대체

할 수 있는 동력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성능, 

효율의 추가 향상, 내구성 확보, 시스템 안정성 개선 

등 여러 어려운 숙제들이 적절한 시간 내에 해결되

어야 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도 사실이다.

PEM 연료전지의 경우 전기를 발생하는 스택

(stack)이 자동차의 동력원이 되는 데 요구되는 출력

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시스템 형태로 적용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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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연료전지 시스템 내에는 안정적인 스택의 성능 

구현을 위하여 다양한 주변장치(balance of plant, 

BOP)가 요구되는데, BOP 주요 장치에는 공기 공급 

장치, 열·물 관리 장치, 가습 장치 등이 포함된다. 

PEM 연료전지 시스템의 성능과 효율은 스택으로 

유입되는 공급 가스들의 압력, 온도, 습도, 공기극 양

론비 등 다양한 작동 인자의 영향을 받는데 이들 인

자들은 연료전지 시스템 운전 중 BOP를 구성하는 

각 요소들의 작동 상태에 따라 상호 변화하며 전체 

시스템의 성능 및 효율에 큰 영향을 미친다
5-7). 

다양한 주행 조건에서 요구되는 출력에 부합되도

록 작동해야 하는 자동차용 연료전지 시스템의 경우

에는 주어진 작동 조건에서 성능 및 효율 변화 정도

를 파악하여 이 효과를 충분히 감안한 운전 전략 마

련이 연료전지 자동차의 연비 및 가속 특성 개선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실제로 연료전지 시스템은 전기화학적인 반응을 

통하여 전기를 생산하므로 자동차용으로 적용될 경

우 내연기관 기반 자동차와는 달리 실제 연료전지 

작동 조건에 따라 성능 및 효율이 변화하는데 연료

전지를 구성하는 다양한 재료, 화학적 요소들과 열, 

유체역학적인 특성을 갖는 작동 조건들과의 복합적

인 상호작용에 의하여 성능과 효율 특성이 나타나므

로 이를 분석, 예측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하지만 연료전지 시스템을 자동차 동력원으로 양

산 적용하려면 성능, 효율의 추가 개선과 더불어 내

구성 및 주행 안정성의 확보를 구형하기 위하여 다

양한 연료전지 시스템 운전 조건에서의 성능 및 효

율 특성을 정성적, 정량적으로 파악하는 연구가 수행

되어야 선행되어야 한다
5).

이런 차원에서 최근 PEM 연료전지를 적용한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의 상용화 노력과 연계되어 연료전

지 시스템 작동시 효율 및 성능 향상 및 안정적인 작

동을 위한 관련 시스템 차원의 연구가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가압형 PEM 연료전지 시스

템을 대상으로 공기 공급 장치의 성능 및 효율 측면

의 영향, 다양한 주변장치를 고려한 시스템 차원의 

성능 분석, 연료전지 작동 변수의 시스템 성능에 미

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5-11). 

하지만 자동차용 연료전지 시스템의 효율과 소모 

동력 특성에 대한 연구와 블로워가 주요 요소인 상

압형 연료전지 시스템에 대한 연구는 시스템 효율 

향상 및 작동 전략 수립을 위하여 필수적인 상황이

지만 관련된 기초 연구 및 실용 연구는 아직 본격적

으로 진행되지 못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용 PEM 연료전지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전을 위한 기초 연구의 일환으로 주요 

작동 인자들의 변화가 연료전지 시스템의 효율 변화

에 미치는 영향을 단순 민감도 해석을 통하여 분석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자동차용 상압형 PEM 

연료전지 시스템을 MATLAB/Simulink를 활용하여 

시스템 차원에서 모델링하고 4개의 주요 작동 인자

(스택 작동 온도, 공기극 양론비, 공기극 압력, 공기

극 상대습도)의 작은 변화가 연료전지 시스템의 효

율 변화에 미치는 영향(민감도)을 파악, 비교하였다. 

2. PEM 연료전지 시스템 모델

2.1 상압형 PEM 연료전지 시스템

본 연구의 시스템 해석에 적용된 자동차용 PEM 

연료전지 시스템 구성을 Fig. 1에 나타내었다. 상압

형 시스템이므로 공기 공급 주요 모듈로 압축기 대

신 블로워가 적용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PEM 연료전지 시스템의 체계적인 해석을 위해서

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 요소들에 대한 물리적인 

분석과 이를 모두 반영한 모델링이 수행되어야 하는

데 각 요소들에 대한 자세한 물리적인 모델링을 통

한 해석을 위해서는 매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

되고 물리적인 모델링 자체도 아직 많은 한계를 지

니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주요 관심사인 시스템

의 성능 및 효율 측면에서 구성 요소들을 단순 모델

링하고 이를 시스템 모델로 통합하여 민감도 분석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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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of the low-pressure operating PEM fuel cell 
system adopted in the present study

Table 1. Empirical relations for a unit fuel cell model4,12) 

Equation description

oh  
                                      (6)

 exp 

cell
                  (7)

                                  (8)

2.2 PEM 연료전지 스택 모델링

PEM 연료전지 스택 성능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

서는 시험을 통한 충분한 데이터의 축적이 필수적이

다. 따라서 연료전지 스택을 직접 시험하는 기관이 

아닌 대부분의 연구 기관에서는 스택 실험 데이터를 

취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우므로 스택 해

석 모델을 통해 성능을 평가하여 관련 연구를 진행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5). 

본 연구의 경우도 다양한 작동 조건에서 연료전지 

스택 시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없어 단위 연료전지

의 성능 모델링을 통하여 스택의 성능을 예측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단위 연료전지의 성능 모델은 다

양한 작동 인자의 영향에 따른 연료전지 성능 특성

을 효과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Pukrusphan의 모델을 

통하여 구현되었다
4). 

적용 모델에서는 아래와 같은 가정이 사용되었다.

1) 연료전지 스택으로 공급되는 가스는 이상기체

로 취급한다.

2) 연료전지 시스템 내의 온도의 공간적인 분포와 

유로 형태에 따른 가스의 농도 구배는 고려되지 않

는다.

3) 분리판의 종류, 분리판 및 촉매 등의 재질 관련

한 사항들은 고려되지 않는다.

적용된 모델에서는 전류밀도에 따라 단위 연료전

지의 전압(Ecell)이 계산되는데, 이 모델에서는 연료전

지 내에서 발생하는 활성화 손실(activation loss) Vac, 

저항 손실(ohmic loss) Voh, 농도 손실(concentration 

loss) Vconc 등이 고려되어 식 (1)과 같이 계산될 수 있

다.

식 (1)의 가역 조건에서의 셀 전압 Erev 은 식 (2)와 

같이 계산되며 활성화 손실 Vac, 저항 손실 Voh, 농도 

손실 Vconc은 식 (3-5)와 같이 각각 구해진다. 관련 식

에 포함되어 있는 실험적인 파라미터들에 대한 상세

한 사항은 Table 1 (식 [6-8])에 요약하여 나타내었다.

연료전지 스택 출력은 단위 셀 모델을 통하여 얻

어진 단위 셀 출력(Pcell)에 적층된 셀 개수(Ncell)를 곱

하여 산정하는 방식으로 모델링하였다
4-5).

cell  rev  ac oh  conc  (1)

rev 
∆


∆
 ref



cell
 lnH    lnO                                 (2)

ac  
      (3)

oh   × oh   (4)

conc max
 



  (5)

2.3 PEM 연료전지 시스템 주변장치(BOP) 모델링

2.3.1 공기 공급 장치 모델링

공기 공급 장치의 자세한 모델링을 위해서는 블로

워에 대한 열, 유체역학적 상세 모델링이 요구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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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Blower efficiency map used for this study

본 연구에서는 연료전지 시스템 효율 측면의 연구가 

주이므로 블로워 구동을 위하여 소모되는 동력을 산

정하는 방식으로 블로워 시스템을 모델링하였다. 블

로워의 소모 동력은 식 (9)를 사용하여 나타낼 수 있

는데, 식 (9)에서 블로워의 효율(b)은 블로워의 성능 

효율 맵을 적용하여 구할 수 있다. 

블로워의 효율은 터보 블로워의 효율 곡선
4)
을 활

용하였는데 시스템 해석을 위하여 재구성된 대략적

인 블로워 맵은 Fig. 2와 같다.

bbm
i





i
o 



 






 (9)

2.3.2 가습기 시스템 및 펌프 모델링

가습기 시스템의 소모 동력은 가습기에 장착된 전

기 히터(효율은 70%로 가정)에서 소모되는 동력으로 

평가하였다. 

펌프의 소모 동력(Pp)은 식 (10)을 이용하여 계산

되었다. 식 (10)에서 펌프에 적용된 모터의 기계적인 

효율은 일정(90%)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5,12).

p pm
∆w                            (10)

3. 시스템 해석 과정 및 조건

3.1 PEM 연료전지 시스템 효율

PEM 연료전지 시스템의 효율을 평가하기 위해서

는 다양한 효율 식을 고려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

는 PEM 연료전지 시스템에서 순수하게 발생하는 일

(순 출력)을 고려하고 이를 이용하여 시스템 효율로 

정의하는 것으로 하였다.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순 출력(Pn,s)은 연료전지 스

택에서 발생하는 전기 에너지 형태의 출력에서 스택

을 구동하기 위하여 BOP에서 소모하는 출력(PBOP)

을 뺀 것으로 식 (11)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n s gr  BOP                        (11)

PEM 연료전지 시스템의 순 효율(ns)을 열 기관

의 효율 분석 방법에 기반하여 유입된 연료의 총 에

너지 중 시스템의 작동을 통한 순 출력 비율로 식 

(12)와 같이 정의하여 사용하였다
5,12).

n s H⋅H

n s                     (12)

3.2 PEM 연료전지 시스템 작동 변수

본 연구에서는 PEM 연료전지 시스템의 성능 및 

효율에 비교적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는 스택 작동 온도, 공기극 양론비, 공기극 작동 압

력, 공기극 상대습도의 4개 변수를 시스템 주요 작동 

인자로 정하고 이들 인자의 작은 변화에 따른 PEM 

연료전지 시스템의 효율 변화를 분석하였다. 

3.3 민감도 해석 과정

본 연구에서 민감도 해석 수행을 위하여 적용된 

기준 조건을 Table 2에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이 기

준 조건은 시스템 해석에서 상압형 연료전지의 작동 

구간 중 대략 중앙 구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하

여 선정되었다. 

연료전지 시스템 효율의 민감도 분석은 그 실효성

을 증대하기 위하여 3개의 동일 시스템 순 출력(60, 

80, 100 kW) 조건에서 해석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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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Base Fuel cell stack operating conditions used

Parameter Value

Net system power 80

Area of active cross section 400 cm2

Stack operating temperature 60℃
Cathode air pressure 1.3 bar

Cathode air stoichiometry 3.0

Anode stoichiometry 1.2

Cathode stack inlet RH 70%

Table 3. Main operating parameters of the simulation results

Parameter Value Variation

Net system power 60, 80, 100 kW

Stack temperature
40-80℃ 

(increasing by 
10℃)

± 1℃

Cathode air stoichiometry  3 ± 0.2

Cathode pressure 1.2, 1.3 bar ± 0.01 bar

Cathode inlet 
relative humidity (RH)

60 - 80% ± 5%

Fig. 3. The I-V polarization curve with stack temperature 
(Base condition: a cathode air pressure of 1.3 bar and air stoi-
chiometry of 3)

비교하였다. 

시스템 해석은 3개의 시스템 순 출력 조건에 대하

여 기준 조건 중 1개 작동 인자의 변화에 따른 연료

전지 시스템의 효율 민감도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진

행하였다. 효율 민감도는 다음과 같이 구하였다.

효율 민감도 순효율기준조건
순효율기준 조건순효율변화 조건

×

자세한 연료전지 시스템 해석 수행 조건은 Table 3에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4. 결과 및 고찰

4.1 PEM 단위 연료전지의 성능 특성

Fig. 3은 본 연구에 적용된 단위 PEM 연료전지의 

성능을 분석한 결과이다. 해석에 사용되는 기본 연료

전지 작동 조건에서 스택 작동 온도 변화에 따른 전

류-전압 성능 특성이 효율적으로 산정됨을 파악할 

수 있다.

4.2 시스템 효율 민감도 표시

본 연구에서 진행된 시스템 민감도 해석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내어 분석하기 위해서 모두 기본 작동 

조건을 표시하고 기본 작동 조건에서 작은 변화를 

준 경우의 시스템 효율 민감도를 나타내었다. 

특히 시스템 효율 변화의 경향을 효과적으로 나타

내기 위하여 기준점보다 효율이 증가한 경우는 민감

도의 방향을 위쪽으로 표시하고 기준점보다 효율이 

감소한 경우에는 아래쪽으로 표시하여 그 결과를 

Figs. 4-7에 각각 제시하였다.

4.3 스택 작동 온도 변화에 따른 시스템 효율 민감도

Fig. 4는 연료전지 스택 작동 온도의 작은 변화에 

따른 PEM 연료전지 시스템의 효율 민감도를 제시하

고 있다. 연료전지 시스템의 경우 스택 작동 온도는 

시스템의 성능 및 효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PEM 연료전지의 성능 및 내구성, 효율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스택 작동 온도의 정

밀한 제어는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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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Fuel cell net system efficiency with small variation in 
stack operating temperature under three different net system 
power conditions

Fig. 5. Fuel cell net system efficiency with small variation in air 
stoichiometry under three different net system power con-
ditions

Fig. 4에서 볼 수 있듯이 스택 작동 온도의 작은 

증가가 전체적으로 시스템 효율의 증가로 나타나고 

스택 온도의 감소는 시스템 효율의 감소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전체적인 경향 중에서도 출력

이 상대적으로 작은 구간에서 스택 작동 온도에 대

한 효율 민감도가 커짐을 알 수 있다. 이는 저 출력 

구간에서는 스택 작동 온도의 감소로 인하여 출력의 

감소가 효율 감소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 절에서는 공

기극 양론비(=2, 3) 변화에 의한 PEM 연료전지 시스

템 효율 민감도 특성을 설명하였다.

4.4 공기극 양론비 변화에 따른 시스템 효율 민감도

Fig. 5는 공기극 양론비 변화에 의한 시스템 순 효

율의 변화(민감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 결과는 공기

극 압력 1.3 bar에서 PEM 연료전지 시스템의 효율 

민감도를 3개의 순 출력 조건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스택 작동 온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기극 양론

비의 작은 증가는 시스템 효율 증가를 공기 양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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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Fuel cell system efficiency with small variation in cath-
ode operating pressure under three different net system pow-
er conditions

의 작은 감소는 시스템 효율 감소를 나타낸다. 

이는 동일 순 출력을 얻기 위해서는 공기극 양론

비의 전체적인 시스템 효율 민감도는 공기극 양론비

가 큰 조건일수록, 순 출력이 큰 조건일수록 증가하

는 경향을 나타낸다. 

이러한 경향은 고 출력 조건의 경우 연료전지의 

작동 조건 중 공기극 양론비의 조정이 시스템 효율

을 좌우하는 중요한 특성이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동차용 연료전지 시스템의 기본 운전 전략 구축시 

다양한 작동 조건 하에서 공기극 양론비의 신뢰도 

높은 제어가 실질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됨을 

제시한다. 

4.5 공기극 압력 변화에 따른 시스템 효율 민감도

공기극 압력 1.2, 1.3 bar 조건에서 공기극 압력의 

작은 변화에 따른 연료전지 시스템 효율 민감도를 

Fig. 6에 도시하여 나타내었다.

공기극 압력이 증가하면 일반적으로 연료전지 스

택의 출력이 상승하는 것은 잘 알려진 사항이다. 하

지만 공기극 압력을 상승시키면 상압형 시스템의 경

우 공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블로워를 구동

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동력도 함께 증가한다. 그러므

로 공기극 압력을 증가시킨다고 하여 반드시 시스템 

순 출력이 효과적으로 증가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Fig. 6의 결과는 공기극 압력 1.2 bar 조건에서 공

기극 압력을 약간 증가시키는 경우 동일 순 출력 조

건에서 효율은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며 특히 100 kW 

순 출력 조건에서는 그 효율 민감도가 더 커짐을 알 

수 있다. 반면 공기극 압력 1.3 bar 조건에서 공기극 

압력의 작은 변화는 순 출력 조건에 큰 관계없이 효

율 민감도가 크지 않음을 나타낸다.

이는 공기극 압력의 경우 효율 민감도는 적용된 

블로워의 동력 소모 특성(성능-효율 맵 특성)이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즉 블로워의 

성능 및 효율 특성에 적합한 연료전지 시스템의 공

기극 압력 선정이 매우 중요해짐을 의미한다. 

더불어 공기극 압력은 상압형 시스템의 경우 가변

압 시스템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료전지 시스

템 작동시 크게 변경시키기는 어려우므로 시스템 설

계 전에 공기 공급 장치의 특성과 연계된 충분한 시

스템 해석 연구와 다양한 조건에서의 관련 실험 데

이터 축적을 통한 적절한 범위의 작동 압력의 선정

이 진행되어야 함을 제시한다.

4.6 공기극 상대 습도 변화에 따른 시스템 효율 민감도

Fig. 7은 공기극 상대습도 변화에 따른 PEM 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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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Fuel cell system efficiency with small variation in air 
RH under three different net system power conditions

전지 시스템의 순 효율 민감도 해석 결과를 그래프

로 정리하여 나타낸 것이다.

공기극 상대습도 65%인 경우가 증가한 경우의 시

스템 효율 민감도가 다소 크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

임을 알 수 있다. 다른 작동 인자들의 경우와는 달리 

상대습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작동 조건의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시스템 순 효율은 감소함을 알 수 있

다. 이는 상대습도의 증가에 따른 스택 출력의 상승

에 비하여 증대된 공기극 입구 습도 조건을 충족시

키기 위하여 요구되는 증가된 가습량 공급을 위하여 

소모되는 동력이 더 증가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요구 순 출력이 작은 경우 즉 저 출력 조건(60 kW)

에서 공기극 상대 습도 변화에 대한 효율 민감도는 

상대적으로 커짐을 알 수 있다. 이는 순 출력이 비교

적 작은 경우 습도 변화에 의하여 발생되는 스택 출

력 변화가 순 출력이 큰 경우보다 시스템 효율에 보

다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100 kW 

순 출력 조건에서 공기극 상대 습도가 75%를 넘는 

조건의 경우에는 상대습도 증가에 따른 효율 민감도

가 감소하는 경향도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파악된

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자동차용 연료전지 시스템의 주요 

작동 인자(스택 작동 온도, 공기극 작동 압력, 공기극 

상대습도, 공기극 양론비)의 작은 변화에 따른 시스

템 효율 민감도 특성을 분석하였다. 연구에서 얻어진 

시스템 해석 결과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주요 작동 인자 중 공기극 압력 변화가 시스템

의 효율에 가장 큰 민감도를 나타낸다. 따라서 연료

전지 시스템 설계 시 및 시스템 작동 시 공기극 압력 

제어에는 신뢰도 높은 제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

다.

2) 스택 작동 온도는 작동 온도가 높아질수록 저 

출력 조건일수록 시스템 효율에 상대적으로 큰 민감

도를 나타낸다.

3) 시스템의 공기극 당량비 변화는 고 출력 조건

에서 시스템 효율에 상대적으로 큰 민감도를 나타내

므로 고 출력 조건에서는 공기극 당량비의 신뢰도 

높은 제어가 더 필요해진다.

4) 공기극 상대 습도는 저 출력 조건에서 시스템 

효율에 상대적으로 큰 민감도를 나타낸다. 따라서 저 

출력 조건에서는 공기극 상대습도 제어가 상대적으

로 중요해짐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자동차용 PEM 연료전지 시스템

의 작동시 작동 변수 제어 측면의 중요도를 파악하

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효율 및 성능 측면에서 안정

적으로 연료전지 시스템을 구동할 수 있는 전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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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하는 데 기초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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