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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대기중 미세먼지 수준의 악화 및 급격한 기

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수송기계, 건설기계 등의

친환경 에너지원 사용이 요구되고 있다. 연료전지는

에너지 생산 효율이 좋을 뿐 아니라 친환경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한다(1,2).
수송기계 및 건설기계에 적용된 수소 연료전지는 

작동 환경에 따라 외부에서 지속적인 진동 입력을 

받게 된다. 외부 진동 및 충격 노출에 의해 연료전

지의 내구성과 효율이 낮아질 위험이 있으며(3), 연

료전지 파워팩을 구성하는 수소 연료전지 스택 및 

내부 전자 제어 장비의 효율을 감소시키고 기계적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4,5).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

로 연료전지 파워팩의 구성품 중 스택의 효율과 내

구성을 개선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6,7).
이 연구에서는 연료전지 스택에 전달되는 진동을

저감하기 위하여 수소 연료전지를 포함하는 파워팩 

전체 진동 거동을 분석하고 이를 반영하는 해석 모

델을 제시하였다. 진동 입력이 발생하는 조건에서

실제 연료전지 파워팩의 진동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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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vibration characteristics of the hydrogen fuel cell power pack installed on a con-
struction vehicle were analyzed. An analytical model was proposed to reflect the vibration behavior. 
Using the proposed model, the vibration modal characteristics of the hydrogen fuel cell power pack 
were predicted. The vulnerable parts of the power pack were evaluated. When external vibration is 
transmitted to the power pack, the durability and efficiency of the power pack degrades. The vibration 
characteristics of the actual fuel cell power pack under the vibration input were measured. The domi-
nant vibration behavior and locations of large vibration responses were identified. The analytical mod-
el to analyze those obtained from the experiment was constructed by using the spectral element meth-
od (SEM). To verify the analytical model, the main vibration characteristics were compared with the 
measured ones. Consequently, the vibration behaviors of the fuel cell power pack were investigated to 
improve durability of the fuel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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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파워팩에서 발생하는 주요 

진동 거동과 취약 부위를 확인하였다. 파워팩의 구

조적 특성과 도출된 진동 특성을 반영하는 해석 모

델은 스펙트럴 요소법(spectral element method, 
SEM)을 활용하여 구성하였다. 구성한 해석 모델과 

실험을 통하여 도출한 파워팩의 주요 진동 거동을 

비교하여 해석 모델의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수소 

연료전지 파워팩의 진동 특성과 모드를 분석하여 파

워팩의 취약 부위를 평가할 수 있는 해석 모델을 제

시하였다. 

2. 파워팩 구조의 및 해석 모델

2.1 연료전지 파워팩의 구조
건설기계에 사용되고 있는 연료전지 파워팩의 

하우징은 철 재질로 된 6개의 판을 이용하여 직육

면체 형태로 제작되었다. 파워팩의 구조와 내부 구

성은 Figs. 1, 2에 나타내었다. 하우징 철판의 두께

는 3 mm로 얇기 때문에 파워팩을 안정적으로 지지

하기 위하여 하부에 철판 두께의 3배 이상인 10 mm 
두께의 보강재가 적용되었다.

하우징 내부에는 스택 및 구동을 위한 전자ž전기 

장치, 수소의 이동을 위한 배관 등이 하우징에 부착

되어 있다. 파워팩 하부의 4개의 꼭지점 부위에 진

동 절연을 위하여 마운트가 체결되어 있으며, 연료

전지 스택 또한 마운트를 이용하여 하우징 하부와 

체결되어 있다. 파워팩의 총 무게는 약 200 kg이며, 
연료전지 스택의 무게는 약 100 kg으로 전체 파워팩 

무게의 약 50 %에 해당한다. 내부 부품의 배치를 

위하여 하우징 내부에서 스택은 중앙이 아닌 좌측으

로 편향되어 있다. 질량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파워

팩은 진동 입력에 취약한 구조이다.

2.2 해석 모델 구성
바닥에서 전달되는 진동을 저감하기 위해 체결되

는 마운트의 강성 및 감쇠를 최적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주요 응답과 모드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소 연료전지 파워팩의 

진동 거동을 분석하고 예측하기 위한 해석 모델을 

제시한다. 진동 입력이 발생할 경우 내부 부품들이 

체결되어있는 바닥면 위주로 진동이 발생되고 전달

되는 구조이므로 하우징 하부를 주요한 요소로 설정

하고 해석 모델을 구성하였다.
하우징 바닥은 얇은 평판이 보강재에 의해 지지

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보 요소에 의한 진동 전

달이 지배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복잡한 구조물에 

대한 해석을 진행하는 경우 유한요소법(FEM)을 이

용하지만, 보 요소와 같이 지배 방정식이 있으며 해

가 간단히 구해지는 구조로 단순화한 경우 스펙트럴 

요소법(SEM)을 이용하여 해석 모델 구성 시 계산 

속도가 빠른 장점이 있다. 또한, SEM 해석 시 보 

형상 함수를 이용한 경우 수렴성과 정확성이 우수하

므로 해석 모델을 구성할 때 하우징의 하부를 보 요

소로 구성하였다(8).
하우징 마운트와 연료전지 스택 마운트는 감쇠를 

갖는 스프링 요소로 모델링 하였다. 연료전지 파워

팩 SEM 해석 모델은 Fig. 3에 나타내었다. 연료전

지 스택은 약 100 kg의 질량을 갖는 직육면체 형상

의 강체로 모델링 하였다. 강체는 4개의 스프링 요

소에 연결되어 있다. 스택이 상하 방향으로 거동하

Fig. 1 Structure and constitution of hydrogen fuel 
cell power pack

Fig. 2 Housing bottom shape of CA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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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강체 모드인 바운스(bounce)와 회전 강체 모드인

롤링(rolling), 피칭(pitching)을 반영하기 위하여 스

프링 요소가 연결된 지점에 각각 상하 방향(z축) 및

x, y축의 회전 자유도를 갖도록 모델링하였다. 연료

전지 스택의 해석 모델을 Fig. 4에 나타내었다. 강체

의 상하 응답은 각 지점에서의 변위와 힘의 관계를 

이용하여 스펙트럴요소법으로 계산되었으며, 경계

조건은 식 (1)과 같다.


 


(1)

각 지점에서의 회전 각도와 모멘트의 관계를 이

용한 경계 조건은 식 (2)와 같다.


 



















(2)

St는 스프링의 병진 강성이며, Sr은 회전 강성을

의미한다. SEM 해석을 위해 식 (1), (2)의 경계 조건

과 보의 지배방정식을 이용하여 요소 강성 매트릭스

가 계산되며 보의 longitudinal, torsional, bending
지배 방정식은 식 (3) ~ (5)와 같다.



 
 

 
  (3)



 
 


  (4)



  

  
 

 (5)

요소 강성 매트릭스를 SEM 이론에 적용하여 각 위

치에서의 거동을 계산하였으며, 식 (6)에 나타내었다.

 (6)

은 요소 강성 매트릭스를 의미하고 은 각 위치

에서의 변위 및 회전각 매트릭스, 은 외력을 나타낸

다. 모델링한 연료전지 스택과 하우징을 결합하여 파

워팩 진동 거동 해석 모델을 구성하였다. 모델은 Fig. 3
에 나타내었다. 또한, 파워팩은 스택 이외에 전자 제

어 장비 등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 부품에 의

한 분포 질량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Fig. 1의 파

워팩 구성과 동일한 위치인 스택의 위쪽 및 오른쪽에 

분포 질량을 적용하였다. 하우징 및 스택에 체결된 마

운트의 강성과 감쇠 값은 실제 파워팩에 사용되는 각 

마운트의 강성을 전달함수법을 이용하여 계측하였다(9). 
측정된 각 마운트의 강성과 감쇠 값을 해석 모델에 

적용하여 연료전지 파워팩 진동 거동 분석을 위한 전

체 모델을 구축하였다. 해석 모델에서 하우징은 하부

요소를 주요한 요소로 모델링하여 앞, 뒤, 옆면 그리

고 위쪽 면이 없는 모델이다. 이를 고려하여 하우징의

무게를 약 20 kg으로 구성하고 내부 부품에 의한 분포

질량을 약 60 kg, 수소 연료전지 스택의 무게를 100 kg
으로 설정하여 해석 모델의 무게를 실제 파워팩의 무

게와 유사한 180 kg으로 구성하였다.

3. 파워팩의 진동 거동

3.1 연료전지 파워팩 진동 실험
파워팩의 진동 거동을 확인하고 해석 모델의 응답

Fig. 3 Spectral element method analytical model of 
fuel cell power pack

Fig. 4 Analytical rigid body model of fuel cell st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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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비교하기 위해 진동 실험을 진행하였다. 하우징

마운트와 체결된 바닥을 가진기에 부착한 후에 진동 

입력에 따른 가속도 응답을 측정하였다. 앞선 절에

서 구성한 해석 모델은 하우징 하부를 주요한 요소

로 모델링하였으며 상부 및 측면부의 하우징 무게를 

제외하고 구성하였다.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실험

시 하우징 상부와 측면 요소를 제거한 후 실험을 진

행하였다.
실험 계측을 위한 장치는 Fig. 5에 나타내었다. 

대형 가진기 위에 파워팩을 체결하고 바닥면에 수

직인 방향으로 파워팩을 가진하였다. 하우징 하부

밑면에 가속도계를 부착하여 진동 응답을 계측 하

였으며, 가진 프로파일은 미국 국방부가 제정하는

군용 규격인 MIL-STD-810G의 부록 중 

Transportation Tailoring Guidance for Vibration 
Exposure Definition파트의 Common carrier (US 
highway truck vibration exposure)를 이용하였다. 
Common carrier 가진 프로파일은 고속으로 달리

는 상황에서 트럭의 질량과 도로의 거칠기에 의한 

진동 입력을 모사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굴삭기 환경에 비하여 더욱 가혹한 입력 조건이 

된다. 따라서 전반적인 진동 취약성을 평가하는

데에는 충분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진동에 의한

하우징 하부에서 발생하는 응답과 모드 특성을 확

인하기 위하여 각 꼭지점 4개 위치와 보강재 아래

의 12개 위치에서 가속도 응답을 측정하였다. 연

료전지 스택에서 발생하는 진동 응답과 모드를 확

인하기 위하여 스택의 상부 꼭지점 4개의 지점에

서 가속도계를 이용하여 계측하였다. 계측은 가진

기가 충분히 작동한 뒤, 약 60초 정도의 시간 정

상 상태 신호를 측정하였다.

3.2 파워팩 진동 실험 계측 결과
실험 진행 시 큰 진동 응답이 발생하였고, 주파수

응답은 Fig. 6에 나타내었다. 10 Hz 부근에서 하우징

과 스택에서 모두 가장 높은 응답이 발생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스택은 1차 모드와 약 275 Hz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이 나타났다. 10 Hz 부근에서

나타나는 응답은 스택과 하우징이 상하로 거동하는 

강체 모드이며, 31 Hz에서 발생하는 응답은 스택이

좌우로 움직이는 회전 강체 모드가 나타났다. 275 Hz
에서 발생하는 모드는 연료전지 스택의 구조적 특성

에 의해 발생하는 비틀림 모드로 확인되었다. 하우

징에서 발생하는 응답은 10 Hz 부근 및 20 ~ 70 Hz 
구간에서 높은 응답이 나타났으며, 이는 저 주파수

에서 발생하는 진동 거동 분석이 중요함을 나타낸

다. 파워팩 하우징 하부에서 발생한 최대 변위 응답을

Fig. 7에 나타내었다. 하우징 하부의 위치 중 연료전

지 스택이 체결된 부위에서 가장 큰 응답이 나타났

으며, 이 응답은 10 Hz에서 발생하는 상하 강체 모

드에 의해서 발생한다. 파워팩의 성능 및 내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저주파수에서 발생하는 응답 

Fig. 5 Fuel cell power pack vibration test
Fig. 7 Maximum displacement of the housing bottom 

in vibrati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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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감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3.3 SEM 해석 모델과 응답 비교
모델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험에서 발생

한 주요 응답과 해석 모델에서 발생하는 진동 모드

를 비교하였다. 실험에서 측정된 신호를 활용하여

파워팩에서 발생하는 주요 모드 응답을 시각화하였

고 이에 따른 해석 모델의 진동 모드를 비교하였다. 
실험 및 해석 모델의 모드 형상을 Fig. 8에 비교하

여 나타내었다.
해석 모델과 측정 결과가 모두 유사한 주파수 대

역에서 동일한 진동 거동이 나타났다. 응답이 가장

크게 발생하였던 10 Hz 영역에서 연료전지 스택과

하우징 하부가 같은 위상으로 움직이며 상하로 거동

하는 강체 모드가 나타났다. 16 Hz 부근에서는 스택

의 응답은 상하 강체 모드와 회전 모드가 같이 나타

났다. 또한, 하우징은 상하로 움직이는 모드가 발생

하며, 스택과 하우징이 서로 반대 위상으로 거동한

다. 30 Hz 부근에서는 주로 스택이 좌우로 회전하는

회전 강체 모드가 발생한다. 65 Hz 영역에서는 하우

징 하부의 모서리 부위가 크게 움직이는 평판 모드

가 나타난다. 결론적으로 연료전지 파워팩의 진동

거동을 분석하였고 진동 응답을 모사하는 SEM 해

석 모델을 구축하였다. 해석 모델을 활용하여 파워

팩에 가진 되는 입력 변화에 따른 진동 현상을 분석

하고 예측할 수 있다.

4. 결  론

이 연구에서는 실험을 통하여 수소 연료전지 파

워팩의 진동 거동을 분석하였고, 파워팩의 진동 거

동 및 취약 부위 예측이 가능한 해석 모델을 제시하

였다. 파워팩에서 발생하는 주요 응답과 거동 형상

을 확인하기 위해 실제 수소 연료전지 파워팩을 활

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을 통하여 연료전지

파워팩에서 발생하는 주요한 응답이 저 주파수 영역

에서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스택과 하우징이

체결된 부위가 가장 큰 응답이 발생하여 진동에 취

약한 부위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주요 응답에서 발생하는 진동 거동을 반영하는 해

석 모델을 구축하였다. 해석 모델을 빔 요소, 강체 요

소 및 스프링 요소로 구성하였으며 빔 구조물의 주파

수 해석에 유리한 방법인 스펙트럴요소법(SEM)을 활

용하였다. SEM 해석 모델의 신뢰성을 위하여 실험에

서 측정한 주요 모드와 해석에서 나타난 주요 모드를 

비교하였고, 모드 형상과 주파수 대역이 일치하는 것

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제시한 모델을 이용하여 파워

팩의 진동 거동을 분석할 수 있으며, 진동에 취약한

주파수 구간 및 위치를 미리 예측함으로써 연료전지 

파워팩의 내구성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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