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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utput power efficiency of the fuel cell system depends on the demanded current, stack temperature, 
air excess ratio, hydrogen excess ratio and inlet air humidity. Thus,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the optimal 
operation condition for maximum power efficiency. In this paper, we developed a dynamic model of fuel cell 
system which contains mass flow model, diffusivity gas layer model, membrane hydration and electro-
chemistry model. In order to determine the maximum output power and minimum use of hydrogen in a certain 
power condition, response surface methodology (RSM) optimization based on the proposed PEMFC stack 
model is presented.  The results provide an effective method to optimize the operation condition under 
varied situations. 

1. 연료전지 모델링 

PEMFC 에 대한 모델링은 1990 년대 초반 

Verbrugge and Hill[1]에 의해 고분자 전해질 

막의 역할을 강조한 모델링과 Bernardi et 

al.[2]와 Springer et al.[3]에 의해 전극 |막| 

전극의 샌드위치 형태의 모델이 소개되어 

본격적인 모델링 및 전산모사가 시작되었다. 

Sylvain and Anna[4]는 동적 모델링을 수행하여 

저압과 고압에서의 시스템의 특성을 분석 

하였으며  Jay T. Pukrushapan et al.[5]는 

제어를 목표로 동적 모델링 수행하였다. 이러한 

PEMFC 의 동적 모델링은 대부분 복잡한 수학적 

모델이기에 최적의 운전 상태를 연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반복해석의 수를 최대한 줄 일 

수 있는 반응표면기법의한 조작변수 최적화를 

수행하였다. 반응표면 기법은 1950 년대에 BOX 와 

Wilson[6]에 의해 통계학 분야에서 처음으로 

개발된 이후 화학, 공학 등에서 널리 응용되였다.  

여기서 반응표면 기법과 (SQP)Sequential 

Quadratic Programming 알고리즘을[7] 이용하여 

BOP(Balance of Plant)가 소모하는 에너지를 

고려하여 최대수출파워에 따른 연료전지의 최적의 

운전 상태의 도출과 일정파워에서 수소의 

사용량을 최소화 하였다. 

2장 연료전지 동적 모델링 

연료전지 스택의 동적 모델은 그림 1 와 같이 

6 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였다.. (1)음극채널 

물질전달모델, (2)양극채널 물질전달모델, 

(3)음극 GDL 모델, (4)양극 GDL 모델, (5)전해질막 

수화모델,  (6)전기화학모델. 본 연구에서는 스택 

내부 온도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느리기 때문에 

온도를 상수로 가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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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  Fuel cell stack block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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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은 설계변수를 최적화 하였을 때와 
설계변수가 무차원 값이 0 일때 부동한 파워에서 
소모되는 수소의 사용량을 비교하였다. 그림 에서 
보다 싶이 일정 파워에서 소모하는 수소의 
사용양은 최적화 하였을 때 작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최적화 설계는 
경제적인 면세서 현실적인 의미가 있다. 또한 
반응면기법을 이용한 최적화 설계는 최적점을 
찾기 위한 사용자의 노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면에서 매우 큰 장점을 갖고 있다.  

 

Fig.2  Minimize Mass Flow Rate of Hydro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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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우선 질량 유동모델, GDL 모델, 
전기화학 모델, 전해질 막 수화모델 등을 포함한 
PEMFC 의 동적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건립된 모
델을 사용하여 전류, 스택 온도, 산소 과잉공급계

수, 수소 과잉공급계수, 음극 입구습도를 설계변수

로 선정하고 생성된 파워를 반응면 기법을 이용하

여 일반화 하였으며 SQP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최
대수출파워에 따른 연료전지의 최적의 운전 상태

의 도출하였고 일정한 파워에서 수소의 사용양을 
최소화 하였다. 연구에서 사용된 동적 모델은 PE
MFC 의 동적 성능에 대한 반응 특성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차후 수소 
연료전지의 제어 전략을 구축하는 데도 효과적으

로 이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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