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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oposes the hybrid fuel cell system that can solve disadvantages of existing fuel cell system and 

ensure high reliability and high stability. The system consists of PEM fuel cell, Ni-MH battery and power management system. 
In this system, when the power provided from the fuel cell is higher than the load power, the extra energy may be used 
to charge the Ni-MH battery. When the fuel cell can not provide enough energy to the load, the shortage of energy will be 
supplied by the Ni-MH battery.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output voltage is regulated well during load variations. Also,
high system efficiency is achie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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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block diagram of APU

A : a part
B : b part
C : c part

1. 서 론

전 세계 물품 규모 80%의 운송을 담당하는 선박은 산업 분

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필수 수단이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해양국가에서는 운항 중 발생하는 온

실가스 및 기름 누출로 인해 심각한 해양 환경오염 문제를 안

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세계적인기후변화와 대기오염 증대에 

따라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유럽연합, 미국 등에서는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오염

물질에 대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선박 기인 오염

에 대한 내용은 유엔 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에서 최초로 다루어졌으

며, 이후 몬트리올 의정서를 통해 대기오염에 대한 인식이 이

루어졌다. IMO의 국제해양오염방지조약(MARPOL 73/78) 부

속서 VI에서는 선박 기인 대기오염 규제에 대한 체계적 기반

을 마련하였다. IMO에서는 MARPOL의 부속서 Ⅵ를 통해 질

소산화물(NOx)은 2016년까지 현행기준의 80%(Tier III기준)

까지 감축하고 황산화물(SOx)은 2020년까지 현행 4.5% m/m

에서 0.5% m/m로 감축하는 의무사항을 선박에 강제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1)

현재 상황을 고려할 시, 기존 선박용 발전기(디젤엔진 등)

로는 이러한 강화된 배출물 규제를 충족시킬 수 없다. 따라서 

저공해･친환경 선박용 발전기 개발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

황이며 연료전지 발전기가 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2)

 한

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 국제해양오염방지조

약 3단계 조치가 발효되면 선박용 연료전지의 본격적인 보급

이 예상되며, 국내 조선산업의 위상을 고려할 때 가능한 시장

규모는 4,000MW(보조전력)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3)
 그러

나 현실적으로 연료전지는 높은 초기 설치비용, 낮은 동력밀

도, 불완전한 부하 응답 특성 등의 문제로 인해 2016년 한, 

국내 선박용 추진전원 및 보조전원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예

상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연료전지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높은 

신뢰성과 고안정성을 보유한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Proton 

Exchange Membrane Fuel Cell, PEMFC) 적용 저가형 하이

브리드 연료전지 시스템(Hybrid Fuel Cell System)을 제안

한다. PEMFC는 다른 방식의 연료전지에 비해 기존 디젤 발

전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이동식 및 비상용 발전기의 기술

적 요구 조건을 가장 충족시킬 수 있는 기술로서,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lid Oxide Fuel Cell, SOFC)나 용융탄산염 연료

전지(Molten Carbonate Fuel Cell, MCFC)가 가지고 있는 기

술적 한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PEMFC는 잦은 시동/정지 

운전이 가능하며 출력밀도가 높아 고용량을 적은 부피 내에 탑

재 가능하여 이동성 및 설치 용이성이 필요한 선박 보조전원용

으로 적합하다. 반면, SOFC 및 MCFC는 잦은 시동/정지 운전

이 현 기술 수준으로 대응하기 어려우며 부피가 상대적으로 커 

이동성 및 설치 용이성이 확보되기 어려워 장기 연속 운전이 

가능한 정치형으로서 보다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12)

개발된 하이브리드 연료전지 시스템은 PEMFC, 니켈수소

전지(Ni-MH Battery), 전력변환기 및 전력관리시스템(Power 

Management System, PMS)으로 구성하였으며 최종 완성 

제품에 대하여 공인인증기관에서 성능검증을 완료하였다.

2. 선박용 APU 개요

선박용 보조전원(Auxiliary Power Unit, APU)은 선박이 

항구에 정박하고 있을 시 또는 비상시에 보조 발전기 및 비상 

발전기로 사용할 수 있는 전력 발전시스템으로서 그 기본 구

성은 Fig. 1에서와 같다. 단, 본 배전 예는 기본 개념도이며 

선박 종류에 따라 그 구성이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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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mon mode

(b) Peak mode

Fig. 2 The two operation modes of system Fig. 3 The operation flow chart of MCU circuit

3. 개발된 선박 보조전원용 하이브리드 

연료전지 시스템

3.1 시스템 개요

개발된 3kW급 하이브리드 연료전지 시스템은 1kW급 PEMFC

와 2kW급 친환경 니켈수소전지를 PMS 기술로 결합시킨 고

성능 전력 공급 시스템이다.

본 시스템은 2가지 모드로 동작되어진다. 먼저 상시전력 

모드 시에는 연료전지가 부하전력을 담당하면서 잉여전력을 

니켈수소전지에 저장한다. 그리고 피크전력 모드 시에는 연

료전지와 니켈수소전지가 동시에 부하전력을 담당하게 된다.

3kW급 순수 연료전지 발전시스템과 비교할 시, 2kW 용량

분을 니켈수소전지로 대체하므로써 초기 설치비용을 획기적

으로 절감(순수연료전지시스템 대비 60% 수준)하였으며 니

켈수소전지가 연료전지 시동시간(약 40분 이상 소요) 동안 

부하전력을 담당하므로써 별도의 시동 대기시간이 필요 없

다. 또한 니켈수소전지는 부하 급변동 및 오동작 시 보조전원 

역할을 수행하여 순수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대비 고신뢰성과 

높은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3.2 시스템 구성

3.2.1 PMS

PMS는 하이브리드 연료전지 시스템에서 생산된 전력이 부

하 조건 등에 따라 최적 조건으로 운전될 수 있도록 전력을 

감시, 제어 및 운용하는 구성품이다. PMS는 연료전지 초기 

시동시간 동안 실시간으로 연료전지 출력 전력을 감시하여 

설정된 임계 조건 도달 시 배터리와 연계운전 하도록 하며 

Assistance 배터리에 대한 충/방전 제어를 수행한다. 또한 

부하 상황에 따라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연료전지 단독운전 

모드(잉여전력 배터리 저장) 또는 연료전지/배터리 연계 운

전모드로 전환해 줌으로써 시스템 전력이 부하조건에 따라 

최적 조건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준다.
(4,5)

1) Controller

Controller는 하이브리드 시스템 전력에 대한 감시 및 제

어를 직접 담당하는 장치로서 MCU 회로, 계전기 회로, 데이

터 처리 회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MCU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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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condition of converter current limit

Elapsed Time

Condition

(After RY2 ON)

Fuel Cell

Voltage

Condition

Converter

Current

limit

Initial state 31V 0A

After 1min 30V 1A

After 2min 29V 2A

⋮ ⋮ ⋮
After 10min 21V 10A

After 11min 21V 11A

⋮ ⋮ ⋮
After 39min 21V 39A

After 40min 21V 40A

After 41min 21V 40A

전체 시스템 운용을 총괄하는 회로로서, 프로세서는 ATmega128

을 적용하였다. MCU 회로에서는 각 구성품 출력 전력 제어, 

배터리 충/방전 전류 제어, 전력 흐름 제어 및 LCD/LED 

Panel 제어를 수행한다. Fig. 3에 MCU 회로의 기본적인 동

작 알고리즘을 나타내었다.

Fig. 4 Hybrid system block diagram

Flow chart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최초 시스템 전원이 

ON 되면 연료전지 초기 시동시간(약 40여분) 동안 배터리가 

부하 전력을 전담할 수 있도록 인버터 전원과 배터리 계전기

(RY3)가 ON 된다. 이후 연료전지 점화신호 24VDC가 인가되

어 연료전지 전압이 컨버터 입력전압 조건을 충족할 시 연료

전지 계전기(RY1)와 컨버터 전원이 ON 된다. 이때 컨버터 계

전기(RY2)는 OFF 상태로 연료전지 전력이 안정화 되기 전까

지는 컨버터 전력은 배터리나 인버터 입력단으로 공급되지 

않는다.
(6-8)

 연료전지 전압이 배터리 전압과 동등 레벨에 도

달되었을 시 컨버터 계전기(RY2)가 ON 되며 이때부터 컨버

터 출력전류는 연료전지 전력이 안정화 될 때까지 Table 1에

서와 같이 제한받게 된다. Table 1의 제한 조건은 사전 실시

한 연료전지 모듈 작동시험 결과(3.2.2항 Fig. 13 참조)를 토

대로 작성된 것이다.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컨버터 출력전류는 컨버터 

계전기 ON 후 경과 시간 조건 및 연료전지 전압 조건에 따라 

제한치가 1A씩 증가되며 연료전지 안정화 시점인 40분 경과 

시점 이후부터는 컨버터 MAX. Current인 40A로 제한치가 

고정되게 된다.

② 계전기 회로

시스템 전력 흐름을 전환하는 회로로서, 연료전지 계전기, 

컨버터 계전기 및 배터리 계전기로 구성되어 있다.

③ 데이터 처리 회로

데이터 처리 회로는 각 감시 데이터를 처리하여 MCU 회로

로 전송하는 회로로서, 연료전지 전류/전압, 컨버터 전류/전

압, 인버터 전류/전압 및 배터리 충방전 전류/전압/용량 정보

를 A/D 변환한 후 MCU 로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④ Controller 회로도 및 실제 구성도

Fig. 5 Controller circuit diagram

Fig. 6 Controller config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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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ED/LCD Panel

① LED 부

시스템 내부 전력흐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장치로

서, MCU 회로에 의해 제어되며 부하전력 상태가 상시 부하인지 

또는 피크 부하인지를 LED 점등상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a) Common mode        (b) Peak mode

Fig. 7 LED display configuration

② LCD 부

MCU 회로에 의해 제어되며 현재 시스템 작동상황 및 시스

템 내부 구성품에 대한 실시간 전압/전류값을 Text 형태로 

표시해 준다.

Status LCD display

Check Data

Display

CHECK DATA DISPLAY

FCV: 25.2V FCC: 39.7A

DCV: 28.1V DCC: 35.6A

BTV: 26.7V BTC: 74.9A

Fig. 8 LCD display configuration

③ LED/LCD Panel 회로도 및 실제 구성도

Fig. 9 LED/LCD Panel circuit diagram

Fig. 10 LED/LCD Panel configuration

3.2.2 연료전지 모듈

1) Fuel Cell

연료전지(Fuel Cell)는 PEM Type 36 Fuel Cell stack으로 

구성된 1.2kW급(20~36VDC, 출력전류 Max. 65A) Ballard 

Power System사 NEXA 1200 연료전지를 적용하였으며 PMS 

Controller를 통해 출력이 제어 되도록 하였다.

Fig. 11 NEXA 1200 Fuel Cell

Table 2. Fuel Cell technical data

Designation Definition Specifications

Fuel Cell Type
PEM(Polymer Electrolyte 

Membrane)

Physical

data

Dimensions

(H × W × D) 220 × 400 × 550 mm

Weight 22 kg

Power

output

Rated output 1,200 W

Output voltage 20~36 VDC

Output current Max. 65A

Efficiency ≥ 50%

Fuel

Type Hydrogen gas

Minimum purity 99.99%

Permissible inlet 

pressure
1~15bar

Electrical

supply

Max. input power 75WDC

Power supply 9~36VDC

1) 모듈 구성 및 시험

Fig. 12에서와 같이 Fuel Cell에 역전류 차단 다이오드, 전

력 케이블, 부하 계전기, Safety Chain, 점화 케이블 및 수소 

공급장치를 조립하여 연료전지 모듈을 구성하였다.
(9)

Fig. 13에 연료전지 모듈에 대한 시험운전 결과를 나타내

었다. 부하량은 DC 부하기를 적용하여 수동으로 연료전지 전

압이 Drop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서히 증가시켰으며 시험

운전 결과, 약 50분 경과 시점에 연료전지 모듈이 정상 출력

점에 도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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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Fuel Cell module configuration

Fig. 13 The operation test result of Fuel Cell module

Table 3. Cell specifications (20℃)

Type
Voltage

(V)

Capacity

(Ah)

Dimensions

(mm) Weight

(kg)
5hr 1hr L W H TH

GMH 100 1.2 100 93 40 116 163 178 1.7

Table 4. Converter specifications

Definition Specifications

Input voltage 19~36 VDC

Output voltage 28 VDC

Output current Max. 40A

Rated power 1 kW

Efficiency 90%

3.2.3 전지 모듈

1) 니켈수소전지

전지는 100Ah 니켈수소전지(GMH-100/세방전지)를 적용하

였다. 니켈수소전지는 양극에 니켈산화물(Nickel hydroxide), 

음극에 수소저장합금(Hydrogen storage alloy), 전해질로 

수산화칼륨 주성분의 알칼리 용액을 사용하는 2차 전지로서 

연축전지, 니켈-카드뮴 전지 대비 고에너지 밀도, 고출력, 

고용량화가 가능하며 과방전/과충전 내성이 강한 전지이다. 

또한 납, 카드뮴과 같은 유해 중금속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장수명 전지로서 무정전 전원공급 장치용, 태양광 발전전력 

저장용, 전기자동차용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어 하이

브리드 시스템용 전지로 선정하였다.

2) 전지 모듈 구성

전지 모듈은 5Cell 직렬 모듈(6V/100Ah)을 기본 모듈로 하

여 총 4모듈을 직렬 연결하므로써 인버터 입력단으로 24VDC

가 입력되도록 하였다.
(10)

(a) module component

(b) module configuration

Fig. 14 Cell module configuration

3.2.4 DC-DC 컨버터

Full-bridge 방식으로 구성하였으며 3.2.1항에서 설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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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The result of system thermal analysis

Check point
Elapse time

1min 20min 50min

SP1 Fuel Cell Stack 23.4℃ 50.0℃ 51.1℃
SP2 Inverter 20.1℃ 20.7℃ 23.2℃
SP3 Fuel Cell BOP 19.5℃ 18.8℃ 19.0℃

            (a) Initial state          (b) After 50min

Fig. 16 The thermal analysis of hybrid system

바와 같이 연료전지 초기 시동시간 동안 연료전지 전력이 배

터리와 인버터 측으로 과도 유입되어 연료전지 전압이 Drop 

되지 않도록 PMS를 통해 컨버터 출력 전류가 제한되도록 하

였다.

3.2.5 DC-AC 인버터

인버터는 국내 P사에서 제조한 순수 정현파상용 인버터인 

KEY2030을 적용하였다.

Table 5. Inverter specifications

Definition Specifications

Input voltage 20~30 VDC

Output voltage 220 VAC

Rated power 3 kW

Efficiency 90%

Output frequency 50/60 Hz

Output waveform Pure sine wave

3.3 하이브리드 연료전지 시스템 열특성 분석

3.3.1 최종 조립품 열특성 분석

PEMFC의 통상 작동온도는 상온에서부터 70℃ 사이로서, 

주위온도 19 ± 1℃ 조건에서 개발 시스템에 1kW 부하 접속 

후 1시간 동안 시스템을 운전한 결과, 안정적인 열 특성을 보

유하고 있음이 검증되었다.

3.4 하이브리드 연료전지 시스템 성능평가

3.4.1 시험장소 및 환경조건

전기적 발전특성 시험은 국가공인기관인 한국조선기자재

연구원에서 실시하였으며 기계적 내구성 시험은 한국특수전

지(주) 환경시험실에서 실시하였다. 성능평가에 대한 환경조

건은 다음에서와 같다.

1) 온도 22±5℃
2) 압력 86~106kPa

3) 습도 60±20%(상대습도)

3.4.2 성능평가 항목 및 절차

성능평가 항목 및 절차는 기술표준원 고시 KSC IEC 62282 

마이크로 연료전지 파워시스템 성능시험 규격을 참조하였으

며 세부 평가항목은 다음에서와 같다.
(11)

Fig. 17 The test configuration

Table 7. The test items of hybrid system

items Unit
desired

value

Electrical

generation

characteristics

Start-up time ms < 100

Rated power W 3000

Rated voltage V 190~260

Efficiency % ≥35

Intermittent

power production
V 190~260

After periods of non-use

power production
V 190~260

Low-temperature test V 190~260

High-temperature test V 190~260

Mechanical

Durability

Drop test Operation

test

V 190~260

Vibration test V 19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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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성능평가 결과

1) 시동시간(Start-up time)

하이브리드 연료전지 시스템을 가동시키고 초기 전압이 

190V까지 도달하는 시간을 측정한 결과, 43.2㎲로 목표치를 

만족하였다.

Fig. 18 The test result of Start-up time test

2) 전력/전압/효율(Power/Voltage/Efficiency)

하이브리드 연료전지 시스템에 규정된 순서대로 AC 부하

를 인가한 다음, 정해진 측정구간에서 전력, 전압, 효율을 측

정한 결과, 출력전압은 200.9V, 출력전력은 3kW 그리고 효

율은 38%로 모두 목표치를 만족하였다.

Fig. 19 efficiency measuring point

　 　 　　
  

 
× (1)

  ××

 ××

  (2)

3) 간헐적 전력생산(Intermittent power production)

하이브리드 연료전지 시스템에 규정된 순서대로 AC 부하

를 인가한 다음, 정해진 측정구간에서 전압을 측정한 결과, 

출력전압은 200.9V로 목표치를 만족하였다.

4) 비사용 기간 후 전력생산(After periods of non-use 
power production)

하이브리드 연료전지 시스템을 24시간 이상 비사용 상태

로 방치한 후 규정된 순서대로 AC 부하를 인가한 다음, 정해

진 측정구간에서 전압을 측정한 결과, 출력전압은 199.1V로 

목표치를 만족하였다.

5) 저온 시험(Low-temperature test)

하이브리드 연료전지 시스템을 5±1℃에서 2시간 방치한 

후 규정된 순서대로 AC 부하를 인가한 다음, 정해진 측정구

간에서 전압을 측정한 결과, 출력전압은 201.2V로 목표치를 

만족하였다.

Fig. 20 low-temperature test profile

6) 고온 시험(High-temperature test)

하이브리드 연료전지 시스템을 35±1℃에서 2시간 방치한 

후 규정된 순서대로 AC 부하를 인가한 다음, 정해진 측정구

간에서 전압을 측정한 결과, 출력전압은 198.4V로 목표치를 

만족하였다.

Fig. 21 High-temperature test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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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Vibration tester         (b) controller

Fig. 25 Vibration test configuration

7) 낙하 시험(Drop test)

KS C IEC 60721-3-6의 “선박 환경변수 및 가혹도 그룹 

분류” 및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605호의 “선박용 물건의 

형식승인 시험 검정에 관한 기준” 참고하여 낙하시험을 수행

한 후 작동시험을 실시한 결과 목표치를 만족하였다.

Fig. 22 Drop test profile

              (a) Drop tester      (b) controller

Fig. 23 Drop test configuration

8) 진동 시험(Vibration test)

KS C IEC 60721-3-6의 “선박 환경변수 및 가혹도 그룹 

분류” 및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605호의 “선박용 물건의 

형식승인 시험 검정에 관한 기준” 참고하여 진동시험을 수행

한 후 작동시험을 실시한 결과 목표치를 만족하였다.

Table 8. Vibration test specifications

Frequency Displacement Acceleration Time

5~16 Hz ±1mm±10% -
Duration of

1 sweep
10min

16~60 Hz - 1G (m/s
2
) Total Test Time 30min

Fig. 24 Vibration test profile

9) 작동 시험(Operation test)

하이브리드 연료전지 시스템에 대한 낙하시험 및 진동시험 후 

규정된 순서대로 AC 부하를 인가한 다음, 정해진 측정구간에서 

전압을 측정한 결과, 출력전압은 194.7V로 목표치를 만족하였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순수 연료전지 시스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높은 신뢰성과 고안정성을 보유한 저가형 하이브리드 연료전지 

시스템(Hybrid Fuel Cell System)을 제안하였다. 개발된 하이

브리드 연료전지 시스템은 3kW급 순수 연료전지 발전시스템과 

비교할 시, 2kW 용량분을 니켈수소전지로 대체하므로써 초기 

설치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였으며 니켈수소전지가 연료전

지 시스템 시동 및 오동작에 대비한 보조전원 역할을 수행하므

로써 별도 시동시간이 필요 없고 급격한 부하변동에도 안정적

으로 동작되어진다. 본 개발 시스템은 공인인증기관을 통해 수

행된 성능검증 시험에서 연료전지 발전시스템으로서의 모든 성

능특성을 만족하였으며 특히, 선박환경 적용을 위한 낙하시험 

및 진동시험에서 모두 목표치를 만족하는 결과를 얻어내었다.

본 하이브리드 연료전지 시스템 개발을 통해 국내외 환경

문제에 대한 능동적 기술 대응능력 확보 및 선진국의 기술 독

점으로 인한 기술종속 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

틀이 마련되기를 기대하며 대한민국 주력산업인 선박을 통한 

국내 연료전지 산업기반 확대와 조선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

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후 기

본 개발품은 2011년 경상남도에서 시행한 그린에너지 사업

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된 결과물임을 밝힌다. 또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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