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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Fuel cell systems for medium duty truck require high power demands
under driving. Since high power demands results in significant heat generation, 
thermal management is crucial for the performance and durability of medium 
duty truck. Therefore, various configurations of dual stacks with cooling systems
are investigated to understand appropriate thermal management conditions. 
The simulation model consists of a dynamic fuel cell stack model, a cooling sys-
tem model equipped with a controller, and the mounted controller applies a feed-
back controller to control the operating temperature. Also, In order to minimize 
parasitic power, the comparison of the cooling systems involved in the arrange-
ment was divided into three case. As a result, this study compares the reaction 
of fuel cells to the placement of the cooling system under a variety of load con-
ditions to find the best placement method.

Key words : Proton exchange membrane fuel cell(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 Thermal
management(열 관리 ), Parasitic energy(기생 전력 ), Cooling system
(냉각 시스템), Hydrogen heavy duty truck(수소 중형 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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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열 ∙

　: 채널 개수

 : 대류 열전달 계수 ∙

 :　총합 열전달 계수 ∙

 : 전열 면적 

 : 밸브 개도 율 

Pfan : 냉각팬 소비 전력

Ppump :냉각수 펌프 소비 전력 

1. 서 론

수송 부문의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고분

자 이온 교환막 연료전지(proton exchange membrane 

fuel cell, PEMFC)를 탑재한 승용차가 시장을 형성하

고 있다. 수송용 PEMFC는 운전 부하 변동이 크고, 

전기화학 반응에 의한 발열이 부하에 비례하므로, 적

절한 열관리가 필수적이다. 

최근 수소 상용 트럭과 수소 택시 기술 개발이 가

속화되면서 내구성에 대한 요구가 더 커지고 있다. 

수소 상용 트럭은 기존 승용차 대비, 상시 부하 요구

량이 크고 저속 주행 패턴을 가지고 있어서 고성능 

냉각계통이 요구되고 있으나 아직 문헌상 관련 연구

나 보고는 미흡하다.

PEMFC 시스템의 체계적 물 관리와 열관리 연구

에 관한 다수의 모델링 논문들이 보고되고 있다.  

Wang 등1)
은 다수의 온도 조건에서의 연료전지 성능 

실험과 모델링 결과를 비교하여 평가하는 연구를 수

행하였다. Chavan과 Talange2)
는 기존의 PEMFC 모

델을 MATLAB/SIMULINK® (MathWorks, Natick, MA, 

USA)를 이용하고 스택 거동을 모사하는 모델을 제

안하였다. Pukrushpan3)
은 열 모델을 제외한 차량용 

연료전지 스택과 압축기 모델링을 통해, 압축기 제어 

알고리즘을 도출하였다. Vasu와 Tangirala4)
는 Jay 모

델을 기반으로 열관리 모델을 적용하였다. Amphlett 

등
5)
은 집중 용량법으로 과도 열 모델을 개발하였다.  

연료전지 열관리 및 온도제어와 관련하여 Pourrahmani 

등
6,7)

은 인공신경망을 이용해 열관리와 최적설계를 수

행하였고, PEMFC의 열관리와 관련하여 가스유동 채

널 내 다공성 매체의 영향에 관한 연구도 수행하였다. 

Lim 등8)
은 PEMFC의 다양한 전류밀도에 관한 열관리

의 효율적인 고장진단 연구를 진행하였다. Hu 등9)
은 

냉각 시스템용 펌프전압과 바이패스 밸브 개도율 조

정을 위한 퍼지 컨트롤러를 포함하여 냉각회로를 설

계하였다. Rabbani와 Rokni10)
는 냉각 시스템에 여러 

개의 PI 제어기를 적용하였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연료전지의 기생 전력을 고려하여 진행하지 않았으

며, Han 등11)
은 연료전지 시스템을 평가하기 위해서 

다중 입력 다중 출력(multi-input multi-output) 시

스템을 적용하고, 다양한 제어전략에 따른 기생전력 

비교 연구를 수행하였다. 기존 연구는 승용차 관점에

서 진행되었으며, 수소 상용차는 패키징 공간이 더 좁

고 주행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더 가혹한 환경에서 

작동되어야 하지만, 아직 관련 연구는 보고된 바 없다.

본 연구에서는 상용차용 연료전지 PEMFC의 고부

하 운전 시 냉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냉각 시스템 

배열 조건을 탐색하고, 피드백 제어를 통해 연료전지 

시스템의 온도 응답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연료전

지 시스템 모델은 동특성 모델을 적용하고, 다수의 

바이패스 밸브를 적용하여 적절한 열관리 기법을 도

입하고자 한다.  

2. 상용차용 PEMFC 시스템 모델 

5 ton 급 상용 트럭의 통상적인 동력이 300 마력 

급인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존 승용 연료

전지 시스템 2기를 적용하여 출력을 얻고자 하였다. 

2기의 연료전지 시스템 장치도는 Fig. 1과 같다.

이 시스템은 PEMFC 스택 2개, 공기 공급계, 연료 

공급계, 냉각팬, 워터 펌프, 라디에이터, 레저버, 2조

의 냉각회로용 삼방밸브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는 열

관리 계통 구성에만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수소 

공급계와 공기 공급계는 요구량을 필요 시 적정량을  

공급해 줄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제어기 작동 시 스

택 계측 온도를 이용해 워터펌프 유량을 제어하며, 

스택 입구단의 냉각수 온도는 라디에이터 냉각팬을 

이용해 제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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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s of a fuel cell system with auxiliary component

2.1 스택 모델

이론 전압은 Nernst 전압을 이용하였다.

  ×
 

 × ×  

(1)

실제 연료전지 전압은 활성화 손실, 저항 손실, 농

도 손실이 결합되어 있다. 실제 작동 전압은 손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

연료 전지 스택 내의 채널에서의 가스 유동은 종

보존식으로부터 유도된다.  




    (3)




   (4)




    

(5)




   (6)




   

(7)

연료전지 스택은 집중 용량법을 적용해 모델링하

였다. 스택 동적 응답 온도는 냉각수에 의한 열대류, 

가스에 의한 열대류, 주변 외기에 의한 열대류에 의

해 설명된다. 




∙∙

    (8)

∙∙ 

 (9)

 ∙ ∙    (10)

 
∙∙  (11)

  ∙∙  (12)

2.2 냉각 시스템 모델

라디에이터는 스택의 전기화학반응에 의해 발생



우종빈⋅김영현⋅유상석     239

Vol. 32, No. 4, August 2021 Transactions of the Korean Hydrogen and New Energy Society  <<

(a)

(b)

(c)

Fig. 2. Case of arrangement of the cooling system. (a) Parallel 
arrangement system. (b) Series arrangement system. (c) 
Individual cooling system.

된 열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된다. 라디에이터 모델은 

튜브, 루버 휜 그리고 그 외 부속 장치들로 구성된다. 

스택에서 생성된 고온 냉각수는 튜브를 통해 흐르면

서 냉각팬에 의해 냉각된다. 라디에이터의 열전달량

은 다음과 같다.

 

(13)

 






 


(14)

레저버는 냉각수 저장고로, 스택 전단에 위치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냉각수의 총 중량은 7 kg으로 

설정하였으며, 다음으로부터 계산된다.  




×

 ×

  (15)

냉각수의 열용량이 주행풍의 열용량보다 크기 때

문에, 스택 온도 제어는 주요 제어는 전동식 워터펌

프를 이용하고, 미세 제어는 팬 제어를 통해 달성하

고자 한다. 제어 방법은 PI 제어를 적용하였다. 냉각

팬의 성능곡선은 AP 등의 실험에서 제공된 실험 데

이터를 적용하였다
12). 제어 전략은 기존에 본 연구실

에서 개발된 냉각 계통 제어 전략을 채택하였다
13,14). 

또한, 워터펌프와 냉각 팬 소비 전력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 ×







 










(16)

 

∆× (17)

삼방밸브는 열용량이 큰 냉각수를 이용해 연료전

지 스택 온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미세 제어하기 위

해 적용하였다. 이중 스택을 사용하면서 냉각 계통을 

단일 냉각 계통으로 하는 경우, 스택 온도 제어가 매

우 복잡해진다. 이를 위해 두 조 이상의 삼방밸브를 

사용하여 냉각수를 분할 공급해주면, 두 스택의 정밀

한 온도 제어가 가능하다. 삼방밸브의 개방 계수는 

단순 선형 유량 가변으로 가정하였다. 스택 입구단 

냉각수 온도는 삼방밸브 개방 계수를 이용해 제어하

며, 삼방밸브 출구단의 엔탈피 분지는 에너지 보존 

방정식으로 구하였다.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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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olarization curve for dynamis proton exchange mem-
brane fuel cell model validation

Fig. 4. Input current density supplied to the proton exchange 
membrane fuel cell system

Fig. 5. Dynamic temperature responses of the stack and reser-
voir

2.3 열관리 계통 배열 구성 방법 

스택의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면서, 냉각 시스템의 

기생 소비전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냉각 계통 배

열이 중요하다. 스택 온도 제어 지령을 통해, 냉각 시

스템의 배열에 따라 직렬 배열, 병렬 배열, 개별 냉각

으로 나뉘어 연료전지시스템의 응답특성을 비교분석 

하였으며, 냉각 시스템의 배열의 종류는 Fig. 2에 나

타난다. 

Fig. 2(a)는 스택 병렬 배열로 냉각수가 병렬로 연

결된 스택을 통과 후 냉각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방

식이고, 냉각수는 삼방밸브에 의해 각각의 스택으로 

균등하게 분배되어 공급된다. Fig. 2(b)는 스택 직렬 

배열로 냉각수가 직렬로 연결된 스택을 통과 후 냉

각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방식이며, 병렬배열과 달리 

냉각수의 대부분이 스택 1차 모듈을 통과 후 스택 2차 

모듈로 공급되고, 워터펌프의 제어점은 스택 2차 모

듈로 지정하였다. Fig. 2(c)는 개별 냉각으로 냉각수

가 병렬로 연결된 스택을 지나 각각의 냉각 시스템

으로 들어가 개별 냉각되는 방식이고, 중요한 점은 

냉각 장치가 각각 스택에 독립적으로 구축이 되어 

있어 냉각팬의 제어점을 각각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스택 모듈에서 나온 냉각수의 온도는 각각 

구축되어 있는 냉각팬에 의해 제어된다. 이 세 개의 

케이스 모두 삼방밸브를 적용하여 스택 간의 냉각수

를 분할공급 해주었으며, 냉각 시스템에 피드백 제어

기를 적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스택 모델 검증 

PEMFC 동특성 모델을 검증하기 위하여 문헌상의 

결과와 비교하였고 시스템 구성품의 동특성은 이론

적 계산을 통하여 구하였다
1). 스택의 평균온도를 

70℃로 유지하였으며, 운전 압력은 3 atm이다. 모델

링 결과와 문헌상 결과를 비교하여 보면 약 3%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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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6. Dynamic temperature responses of the stack and reser-
voir according to arrangement. (a) Parallel cooling system (℃), 
(b) Series cooling system (℃), (c) Individual cooling system (℃).

차가 있었으며, Fig. 3에는 이러한 비교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상기 모델을 바탕으로 연료전지의 안정적 작동 범

위를 0.65 V (1.0 A/cm2) 이상으로 설정하였으며, 다

양한 부하에 따른 연료전지 시스템의 응답을 분석하

기 위해 시스템에 공급되는 입력전류는 Fig. 4에 나

타내었다.

또한 연료전지 스택의 온도는 피드백 제어기를 이

용해 작동 온도가 70℃로 유지되도록 제어하고, 냉

각수 입구 온도는 냉각팬과 삼방밸브에 의해 작동 

온도를 60℃로 유지하였으며, 결과는 Fig. 5에 나타

내었다.

3.2 배열 별 스택과 냉각수 입구 운전 온도 응답

Fig. 6은 배열에 따른 스택의 운전 온도 응답을 나

타내었다. Fig. 6에서 볼 수 있듯이, 각 그림 모두 스

택과 냉각수 입구 온도가 각각의 목표 운전 온도

인 70℃와 60℃로 제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6(a), (c)는 병렬 냉각 시스템과 개별 냉각 시스

템이며 두 시스템은 냉각수가 동일한 양으로 각각의 

스택에 공급되고 그로 인해 스택 모듈 1과 2의 온도

가 동일하게 나타난다. Fig. 6(b)는 직렬 냉각 시스템

이며 냉각수가 스택 모듈 1에 먼저 공급된 후 스택 

모듈 2로 공급되므로 스택 모듈 1이 오버슈트가 적

고 매우 안정적인 형태가 나타난다. 또한, 직렬 냉각 

시스템은 스택 당 공급되는 냉각수의 양이 다른 배

열보다 많기 때문에 다른 배열보다 상대적으로 오버

슈트가 작고 안정적인 온도 그래프가 나타난다.

3.3 배열 별 시간 가중 제어 누적 오차량(integral 

of time weighted absolute error, ITAE)

제어시스템에 따른 시스템 특성을 보다 명확히 구

분하기 위해 ITAE를 확인하였다. ITAE를 확인하면 

제어 시스템의 성능에 따른 냉각 계통의 운전 특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으며, 제어 지령에 따른 

응답 만족도 평가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15). 

Figs. 7, 8은 스택 온도와 냉각수 입구 온도의 ITAE

를 각각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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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Parasitic power according to arrangement (kW)

Fig. 10. Parasitic energy  according to arrangement (kW)
Fig. 8. ITAE of coolant inlet temperature for three different 
arrangement. ITAE, integral of time weighted absolute error.

Fig. 7. ITAE of stack temperature for three different arrangement. 
ITAE, integral of time weighted absolute error.

Fig. 7에서는 직렬 냉각 시스템의 ITAE가 가장 낮

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료전지 동특성 

시스템에서 스택의 온도는 워터펌프에 의해 제어되

며, 냉각수 입구 온도는 냉각팬에 의해 제어된다. 또

한 스택 온도와 레저버 온도는 냉각수 유량의 영향

을 받는다.

따라서, 직렬 냉각 시스템은 워터펌프에서 나오는 

냉각수가 나누어지지 않고 스택으로 공급되기 때문

에 병렬 냉각 시스템이나 개별 냉각 시스템보다 스

택 당 공급되는 냉각수의 양이 많고 스택 작동 온도

가 다른 배열보다 안정적으로 제어되므로 스택 온도

의 ITAE가 가장 낮게 나타난다.

또한, 개별 냉각은 냉각팬이 2개로 구성되어 있어 

스택을 통과한 고온의 냉각수를 좀 더 효율적으로 

냉각시킬 수 있기 때문에 Fig. 8에서 냉각수 입구 온

도는 다른 배열보다 안정적으로 제어되며 냉각수 입

구 온도의 ITAE는 가장 낮게 나타난다.

3.4 배열 별 기생전력 및 에너지 비교

냉각 시스템의 기생 소비 전력을 최소화 하기 위

해 배열에 따라 기생전력과 기생에너지를 비교하였

으며, Figs. 9, 10은 각각 냉각 시스템의 기생 소비 전

력과 소비 에너지량을 보여준다.

Fig. 9에서 직렬 냉각 시스템은 저‧중부하 구간에

서는 전력 소비가 가장 낮지만, 고부하 구간에서는 

개별 냉각 시스템보다 전력 소비가 크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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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Fig. 10을 보면 전체적인 소비 에너지량을 

비교해 봤을 때 직렬 냉각 시스템의 소비 에너지량

이 가장 낮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병렬 냉각 시스템과 개별 냉각 시스템은 직렬 냉

각 시스템과 달리 냉각수가 분할되어 양단의 스택으

로 공급되며, 펌프의 소비전력은 높게 나오게 된다. 

또한, 고부하 구간에서 2개의 냉각 시스템을 갖춘 개

별 냉각은 분할된 냉각수를 좀 더 쉽게 냉각하기 때

문에 기생 전력 소모량이 가장 낮고 냉각 시스템이 

1개인 병렬 냉각 시스템은 분할된 고온의 냉각수가 

합쳐지며 냉각팬과 워터펌프의 기생 소비전력이 상

당히 높아진다. 직력 냉각 시스템은 냉각수가 분할되

지 않아 병렬 냉각 시스템에 비해 펌프의 소비 전력

이 낮지만 고부하 구간으로 갈수록 후단 스택을 통

과한 고온의 냉각수에 의해냉각팬의 전력 소비량이 

증가한다. 

전체적으로 비교 분석을 하였을 때, 직렬 냉각 시

스템이 전력 소모량은 가장 낮으면서 온도 제어 성

능도 양호하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제어 전략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상용차용 연료전지인 PEMFC 스

택 모듈 2개와 냉각 시스템을 병합하여 연료전지의 

고부하 운전 시 냉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석을 

진행하였다. 냉각 시스템을 제어하기 위해 사용된 제

어기는 PI 제어기이며, 다양한 부하 조건에서 냉각 

시스템의 배열에 따라 발생하는 스택의 거동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상용차용 연료전지 PEMFC

의 기생전력 및 ITAE를 비교 분석하였으며 주요 결

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스택의 온도 동특성 모델에서의 열관리를 위한 

PI 제어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3가지 배열 모두 목표 작동온도를 유지하며 

작동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2) ITAE 측면에서 직렬 냉각 시스템이 다른 배열

보다 좀 더 안정적으로 제어되고, ITAE가 가장 높은 

병렬 냉각 시스템보다 50.7% 낮은 결과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였다.

3) 기생 전력 측면에서는 저부하 구간에서는 직렬 

냉각 시스템, 고부하 구간에서는 개별 냉각 시스템의 

기생 소비 전력이 낮게 나왔지만, 전체적인 에너지 

소모량은 직렬 냉각 시스템이 가장 낮게 나오는 것

을 확인하였다.

4) 전체적으로 비교분석을 하였을 때 직렬 냉각 

시스템이 전력소모량은 가장 낮으면서 온도 제어 성

능도 양호하기 때문에 시스템의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제어 전략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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