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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도로 차량 — 연료전지 산업트럭용
막 가습기 성능 평가 방법
Electrically propelled road vehicles — Performance evaluation
method of membrane humidifiers for fuel cell industrial vehicles
1 적용범위
이 표준은 연료전지 산업용 트럭의 100 kW급 연료전지 스택으로 주입하는 공기를 가습함으로서
최적성능을 유지하는데 사용되고 있는 막 가습기의 가습 및 내구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 방법을
규정한다.

2 인용표준
다음의 인용표준은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이 표준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인
용표준은 인용된 판 만을 적용한다.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
을 적용한다.
KS C 8569:2015, 고분자 연료전지 시스템
KS C IEC TS 62282-1:2014, 연료전지 기술 – 제1부: 용어
KS C IEC 62282-2:2013, 연료전지 기술 – 제2부: 연료전지 모듈
ISO/TS 14687-2:2008, Hydrogen fuel – Product specification – Part 2: Proton exchange membrane(PEM)
fuel cell application for road vehicles
SAE J2617, Recommended Practice for Testing Performance of PEM Fuel Cell Stack Sub-system for
Automotive Applications

3 용어와 정의
이 표준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용어와 정의를 적용한다.

막 가습기(membrane humidifier)
연료전지의 공기극에서 배출되는 수분과 열 에너지만을 선택적으로 회수하여 연료전지로 재 공급해
주는 장치.

연료전지(fuel cell)
연료와 산화제의 화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직류), 열, 그리고 반응 생성물로 전환시키는 전기화
학적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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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제(oxidant)
공기극에서 반응하는 산소 또는 산소 함유 가스(예: 공기).

고분자 전해질(polymer electrolyte)
양이온이 연료극에서 공기극으로 흐르면서 전류가 흐르는 양이온 교환 기능을 가진 고분자 수지막.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polymer electrolyte fuel cell)
PEFC
전해질로써 고분자 전해질을 채용한 연료전지.

연료전지 스택(fuel cell stack)
일반적으로 고농도 수소 가스와 공기 산화제를 직류 전력, 열 및 기타 생성 물질로 전기화학적으로
변환하는 전지, 분리판, 냉각판, 매니폴드 및 지지구조로 된 전지 어셈블리.

정격 부하 운전조건(rated load operating condition)
100kW 급 연료전지 스택의 효율이 최적으로 유지되는 부하에서의 공기 공급 조건

고 부하 운전조건(high load operating condition)
막 가습기의 설계 최대 부하 운전조건에서의 공기 공급 조건

4 시험 장치의 구성
시험 장치는 그림 1과 같은 예시로 구성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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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연료전지용 막 가습기 평가 장치도 (예시)
질량 유량 제어기
공기 컴프레서에서 나온 공기를 실험에 필요한 만큼 전달하기 위한 질량유량제어기의 재원은 고 부
하 운전조건 중 최대 유량조건인 8000 SLPM의 20% 이상 수준에서 아래와 같이 선정한다.
a) 최대제어 유량: 10000 SLPM
b) 유량제어 정확도: ±1.5% FS(full scale)
c) 배관직경: 2”(인치)
비고 1 가스 유량의 단위로서, 기체의 분당 흐르는 부피를 온도 273.15K, 1Bar 기준으로 나타내는
SLPM을 사용한다.
수분 제거 필터
건공기 입구 측의 공기 상대습도를 0 %로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수분제거필터를 적용한다. 실리카겔
등의 건조제를 담고, 공기를 통과시킬 수 있는 필터 및 하우징의 형태로 제작하여 장착한다. 수분제
거필터 적용 후, 노점온도계2를 통하여 상대습도 0 %가 되는 것을 확인한다.
비고 1 상대습도의 단위로서, 특정 온도 조건에서 기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수증기의 양 또는
비율을 나타내는 단위인 %를 사용한다.
가스 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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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공기 및 습공기 입구로 주입되는 공기의 온도를 상승시키기 위한 장치로서 가스 히터를 사용한다.
배관에 라인히터를 적용하는 방식 혹은 배관의 금속구슬을 채워 넣는 방식으로 적용한다. 가스히터
의 정상 작동 여부는 유량계1, 2 와 온도계 1, 2를 통하여 확인한다.
가습기
컴프레서를 통해 들어온 공기의 습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용도로 가스 가습기를 적용한다. 가습기는
일정 용량의 통 안에 물을 채우고 가스를 통과시켜 가습하는 버블러 타입 등을 제작하여 사용한다.
가습기의 정상작동여부는 노점온도계1, 온도계1을 통하여 확인한다.
니들 밸브
노점온도계로 유입되는 공기의 유량을 조절하기 위하여 니들밸브를 적용한다. 정상작동여부를 확인
하기 위하여 노점온도계1, 2, 3, 4를 제거한 상태에서 니들밸브를 조절해가며 유량계 1, 2, 3, 4가 10
SLPM 이하가 되는 것을 확인한다.
비고 1 노점온도는 가스 안의 수증기량이 포화되어 응결현상이 시작되는 온도로서 °C 의 단위를
사용한다.
유량계
니들밸브를 통과하여 노점온도계로 들어가는 공기의 유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유량계를 사용한다. 적
용하는 유량계의 재원은 아래와 같다.
a) 최대측정 유량: 20 SLPM
b) 유량제어 정확도: ±0.6% FS
노점 온도계

공기의 가습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장치로서 노점온도계를 적용한다. 적용되는 노점온도계의 재원은
아래와 같다.
a) 노점온도 측정범위: -40 °C ~ 100 °C
b) 온도측정범위: ~ 180 °C
c) 온도측정오차: ±5 °C
압력계

막 가습기 전 후단의 압력 강하량을 측정하기 위한 압력계는 최대 압력이 사용압력인 183 kPa의 2배
이상이 되는 재원으로 적용한다.
비고 압력의 단위는 단위면적 1 m2 당 1000 N 단위로 가해지는 힘의 단위인 kPa을 사용한다.

온도계
배관에 흐르는 공기의 온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열전대 타입 온도계 피팅타입으로 삽입하여 사용한다.
a) 타입: 열전대 T타입
b) 온도측정범위: -250 °C ~ 350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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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온도측정오차: 1.0 °C 혹은 0.75% 중 큰 값

5 성능 시험
성능시험 항목
연료전지용 막 가습기의 성능 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a) 막 가습기의 가습성능
b) 막 가습기의 압력강하량
c) 막 가습기의 내구성능
시험환경
연료전지용 막 가습기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가스의 주입조건은 다음과 같다.
정격 부하 평가조건
a) 건공기 주입조건: 유량 4000 SLPM, 183 kPa (절대압력), 가스온도 80 °C, 상대습도 0%
b) 습공기 주입조건: 유량 3500 SLPM, 160 kPa (절대압력), 가스온도 80 °C, 상대습도 85%
고 부하 평가조건
a) 건공기 주입조건: 유량 8000 SLPM, 183 kPa (절대압력), 가스온도 80 °C, 상대습도 0%
b) 습공기 주입조건: 유량 7500 SLPM, 160 kPa (절대압력), 가스온도 80 °C, 상대습도 85%

6 요구 사항
습공기 시험 조건 설정
시험에 앞서 연료전지용 막 가습기의 습공기 입구 측으로 주입하기 위한 공기의 조건을 맞추기 위한
설정을 진행한다.
a) 공기 컴프레서를 가동하고, 질량유량제어기1로 정격부하 평가 시 4000 SLPM, 고부하 평가 시
8000 SLPM을 설정한다.
b) 가스히터 전원을 켜고 온도를 80 °C 로 세팅한다.
c) 가습기 전원을 올린다.
d) 니들밸브 5를 조절하여 압력계 1이 183 kPa(절대압력)이 되도록 한다.
e) 니들밸브 1을 조절하여 유량계 1이 10 SLPM 이하가 되도록 한다.
f) 니들밸브 3을 조절하여 유량계 3이 10 SLPM 이하가 되도록 한다.
g) 압력계 1, 압력계3, 온도계 3, 노점온도계 1, 노점온도계 3의 값을 기록한다.
건공기 시험 조건 설정
시험에 앞서 연료전지용 막 가습기의 건공기 입구측으로 주입하기 위한 공기의 조건을 맞추기 위한
설정을 진행한다.
a) 공기 컴프레서를 가동하고, 질량유량제어기2로 정격부하 평가 시 3500 SLPM, 고부하 평가 시
7500 SLPM을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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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가스히터 전원을 켜고 온도를 80 °C 로 세팅한다.
c) 가습기 전원을 올린다.
d) 니들밸브 6를 조절하여 압력계 1이 160 kPa(절대압력)이 되도록 한다.
e) 니들밸브 2을 조절하여 유량계 2가 10 SLPM 이하가 되도록 한다.
f) 니들밸브 4을 조절하여 유량계 4가 10 SLPM 이하가 되도록 한다.
g) 압력계 2, 압력계 4, 온도계 4, 노점온도계 2, 노점온도계 4의 값을 기록한다.

7 성능 평가
막 가습기의 가습 성능 측정
막 가습기의 가습 성능은 습공기입구 노점온도와 건공기출구 노점온도의 차인 근접 노점온도로 산정
하며, 각각의 값은 노점온도계1 (습공기입구 노점온도), 노점온도계4 (건공기출구 노점온도)의 값을 기
록하여 얻을 수 있다. 근접 노점온도의 계산은 식 (1)을 적용하여 얻을 수 있다.

(1)

𝑇𝑇𝐴𝐴𝐴𝐴𝐴𝐴,𝑑𝑑 = 𝑇𝑇𝑑𝑑,𝑤𝑤𝑤𝑤𝑤𝑤,𝑖𝑖𝑖𝑖 − 𝑇𝑇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𝑜𝑜𝑜𝑜𝑜𝑜

여기에서 𝑇𝑇𝐴𝐴𝐴𝐴𝐴𝐴,𝑑𝑑 : 근접노점온도(Approach Dew Point Temperature) (°C)
𝑇𝑇𝑑𝑑,𝑤𝑤𝑤𝑤𝑤𝑤,𝑖𝑖𝑖𝑖 : 습공기 입구 노점온도 (°C)
𝑇𝑇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𝑜𝑜𝑜𝑜𝑜𝑜 : 건공기 출구 노점온도 (°C)
정격 부하 운전조건 가습성능 평가

막 가습기의 정격 부하 운전조건 가습성능 평가는 5.2.1 정격부하운전조건에 기술한 유량, 온도 및
습도조건으로 건공기 및 습공기 가스를 주입하여 시험하고, 식 (1)의 값을 계산한다.
고 부하 운전조건 가습성능 평가
막 가습기의 고 부하 운전조건 가습성능 평가는 5.2.2 고부하운전조건에 기술한 유량, 온도 및 습도
조건으로 건공기 및 습공기 가스를 주입하여 시험하고, 식 (1)의 값을 계산한다.
막 가습기의 압력 강하량 측정
막 가습기의 건공기측 압력강하량 𝑃𝑃𝐷𝐷𝐷𝐷𝐷𝐷 은 건공기 입출구 전 후단의 압력계에서 측정된 값의 차를 이

용하여 식 (2)와 같이 계산한다.

∆𝑃𝑃𝐷𝐷𝐷𝐷𝐷𝐷 = 𝑃𝑃𝐷𝐷𝐷𝐷𝐷𝐷,𝑖𝑖𝑖𝑖 − 𝑃𝑃𝐷𝐷𝐷𝐷𝐷𝐷,𝑜𝑜𝑜𝑜𝑜𝑜

(2)

여기에서 ∆𝑃𝑃𝐷𝐷𝐷𝐷𝐷𝐷 : 건공기측 압력 강하량 (kPa)
𝑃𝑃𝐷𝐷𝐷𝐷𝐷𝐷,𝑖𝑖𝑖𝑖 : 막 가습기 건공기 입구측 전단 압력(압력계 2 측정값) (kPa)
𝑃𝑃𝐷𝐷𝐷𝐷𝐷𝐷,𝑜𝑜𝑜𝑜𝑜𝑜 : 막 가습기 건공기 출구측 후단 압력(압력계 4 측정값) (kPa)

막 가습기의 습공기측 압력강하량 ∆𝑃𝑃𝑊𝑊𝑊𝑊𝑊𝑊 은 습공기 입출구 전 후단의 압력계에서 측정된 값의 차를
이용하여 식 (3)과 같이 계산한다.
∆𝑃𝑃𝑊𝑊𝑊𝑊𝑊𝑊 = 𝑃𝑃𝑊𝑊𝑊𝑊𝑊𝑊,𝑖𝑖𝑖𝑖 − 𝑃𝑃𝑊𝑊𝑊𝑊𝑊𝑊,𝑜𝑜𝑜𝑜𝑜𝑜

(3)

여기에서 ∆𝑃𝑃𝑊𝑊𝑊𝑊𝑊𝑊 : 습공기측 압력 강하량 (kPa)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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𝑃𝑃𝑊𝑊𝑊𝑊𝑊𝑊,𝑖𝑖𝑖𝑖 : 막 가습기 습공기 입구측 전단 압력(압력계 1 측정값) (kPa)
𝑃𝑃𝑊𝑊𝑊𝑊𝑊𝑊,𝑜𝑜𝑜𝑜𝑜𝑜 : 막 가습기 습공기 출구측 후단 압력(압력계 3 측정값) (kPa)

정격 부하 운전조건 압력 강하량 측정

막 가습기의 정격부하 운전조건 압력강하량 측정은 6.2.1 정격부하운전조건에 기술한 유량, 온도 및
습도조건으로 건공기 및 습공기 가스를 주입하여 시험하고, 식(2), (3)의 값을 계산한다.
고 부하 운전조건 압력강하량 측정
막 가습기의 고부하 운전조건 압력강하량 측정은 6.2.2 고부하운전조건에 기술한 유량, 온도 및 습도
조건으로 건공기 및 습공기 가스를 주입하여 시험하고, 식(2), (3)의 값을 계산한다.
막 가습기의 내구성능 측정
막 가습기의 내구성능은 주입 가스를 통하여 강제로 가습과 건조의 사이클로 반복하여 시험하고, 시
험 전후의 성능변화율과 기밀성능을 측정하여 기록한다. 가습과 건조의 사이클 조건은 습공기 주입
공기의 습도를 RH 0 %로 2분 동안 주입 후, 노점온도 90°C 로 변경하여 2분동안 주입하는 것을 한
주기로 총 20000 사이클을 운전하고 평가한다. 평가 전후 성능 변화율 𝜀𝜀은 식 (4)로 계산하며, 10 %
이하가 되어야 한다.

(4)

𝜀𝜀 =

여기에서

𝑇𝑇𝑑𝑑,

𝑊𝑊𝑊𝑊𝑊𝑊 𝐼𝐼𝐼𝐼𝐼𝐼𝐼𝐼𝐼𝐼,

𝑇𝑇𝑑𝑑,

𝐼𝐼𝐼𝐼𝐼𝐼𝐼𝐼𝐼𝐼𝐼𝐼𝐼𝐼 − 𝑇𝑇𝑑𝑑,

𝑊𝑊𝑊𝑊𝑊𝑊 𝐼𝐼𝐼𝐼𝐼𝐼𝐼𝐼𝐼𝐼,

𝐸𝐸𝐸𝐸𝐸𝐸 −𝑇𝑇𝑑𝑑,

𝐷𝐷𝐷𝐷𝐷𝐷 𝑂𝑂𝑂𝑂𝑂𝑂𝑂𝑂𝑂𝑂𝑂𝑂,

𝐷𝐷𝐷𝐷𝐷𝐷 𝑂𝑂𝑂𝑂𝑂𝑂𝑂𝑂𝑂𝑂𝑂𝑂,

𝐼𝐼𝐼𝐼𝐼𝐼𝐼𝐼𝐼𝐼𝐼𝐼𝐼𝐼

𝐸𝐸𝐸𝐸𝐸𝐸

× 100

𝜀𝜀: 성능 변화율 (%)
Td, Wet Inlet, Initial : 초기 습공기 입구 노점온도 (노점온도계1 측정) (°C)
Td, Dry Outlet, Initial : 초기 건공기 출구 노점온도 (노점온도계4 측정) (°C)
Td, Wet Inlet, End : 종료 습공기 입구 노점온도 (노점온도계1 측정) (°C)
Td, Dry Outlet, End : 종료 건공기 출구 노점온도 (노점온도계4 측정) (°C)

평가 후 기밀 성능은 건공기측 6000 SLPM 인가 후, 습공기 출구측으로 누수되는 유량으로 평가한다.
니들밸브 3을 완전히 열고, 유량계 3의 값을 읽어 측정한다. 해당 조건에서 누수되는 유량은 15
SLPM 이하가 되어야 한다.
정격 부하 운전조건 가습 사이클 내구평가
막 가습기의 정격 부하 운전조건 가습 사이클 내구성능평가는 6.2.1 정격 부하 운전조건에 기술한 유
량, 온도 및 습도조건으로 건공기 및 습공기 가스를 주입하여 실험한다. 평가 전후 성능 변화율, 평
가 후 기밀성능을 기록한다.
고 부하 운전조건 가습 사이클 내구평가
막 가습기의 고 부하 운전조건 가습 사이클 내구성능평가는 6.2.1 정격 부하 운전조건에 기술한 유량,
온도 및 습도조건으로 건공기 및 습공기 가스를 주입하여 실험한다. 평가 전후 성능 변화율, 평가 후
기밀성능을 기록한다.

7

KSAE NEW 2019 13: 2019

8 시험 보고서
막 가습기 성능 및 내구 시험 결과값을 표 1에 기록한다.

항목
가습 성능
압력 강하량

표 1 — 막 가습기 성능 및 내구 시험 결과
결과 값
정격 부하 운전조건

고 부하 운전조건

근접노점온도 (°C)
건공기 측 (kPa)
습공기 측 (kPa)

내구 성능

성능변화율 (%)
누수량 (SL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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