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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무인 항공기는 1910 년 1 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 등에서 

감시정찰을 목적으로 필요성을 인식하고 연구를 시작하여, 
현재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200 여종의 무인 항공기가 개발

되었고 실전에 활용되고 있다. 현재 무인 항공기 개발의 
경우 무인 비행 기술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

고 있지만 여전히 동력 기술은 기존의 내연 엔진 혹은 2
차 전지에 의존하고 있다. 내연 엔진의 경우는 낮은 효율, 
진동 및 소음으로 인해 무인 항공기의 감시정찰 임무수행

에 큰 제약이 따르게 되고, 2 차 전지는 낮은 에너지 밀도

로 인해 임무범위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최근 연
료전지를 무인항공기의 동력장치로 이용하는 연구가 선진

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연료전지는 연료의 화학

적 에너지를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환하기 때문에 장치가 
단순하고 소음이 없으며 높은 효율 등의 장점 때문에 새로

운 무인 항공기 동력기술로서의 타당성이 입증되었다. 
(Table. 1)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연료전지를 무인항

공기의 동력장치로 이용하고자 한다. 20 W 급의 PEM 
(polymer electrolyte membrane) 타입의 연료전지를 사용하였

다. 연료전의 연료인 수소는 밀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비
행체에 내장하기가 매운 곤란하다. 본 연구에서는 액상의 
NaBH4 로부터 촉매반응을 통하여 수소를 발생하는 방식을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제안된 연료전지의 
효용성을 입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 효율이 우
수한 것으로 알려진 blended wing-body 형상의 무인항공기를 
채용, 연료전지를 사용한 장기 체공 비행이 가능함을 보이

고자 한다. 
 

Table 1 Comparison of UAV power sources 
 

Power source Advantages Disadvantages 

Internal engine High power Low efficiency 
Vibration & Noise 

2nd battery Silence 
Simplicity 

Low energy density 
Short duration 

Environment issue 
Rechargeable problem

Fuel cell Long run-time High cost 
 

 
2. 연료 공급 장치  

최근 화학 수소화물의 가수분해를 통해 수소를 생성할 
경우, 생성된 수소의 순도가 높고 제어가 용이한 장점 때
문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수소화

물 중에 NaBH4 를 사용하였다. NaBH4 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소 함량을 가지고 있고, 안정한 물질이며, 불연성의 알칼

리 용액으로 가수분해 반응의 제어가 용이하고, 친환경적

이며 재생 가능한 연료이다. 특정 촉매 상에서 NaBH4 의 
알칼리 용액은 다음과 같은 화학 반응 경로로 통해 가능하

다 [1]. 
 

NaBH4 + H2O → NaBO2+ 4H2 
 

NaBH4 가수분해 반응을 위해 관형의 PTFE 반응기를 
사용하였다. 촉매는 다공성 세라믹 지지체에 코팅된 코발

트 계열 촉매를 함침법으로 제조하였다.  NaBH4 연료의 조
성은 25% NaBH4, 5% NaOH, 70% H2O 로 하였다. Fig. 1 은 20 
ml/h 유량 조건에서 시간에 따른 수소 생성율을 나타내었다.   
반응초기에는 반응기 내부 온도가 낮았고 반응 속도가 느
리기 때문에 수소 생성율도 낮게 측정되었다. NaBH4 가수

분해 반응은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반응이 진행되면서 발
생되는 열로 반응기 온도가 증가하게 되고, 반응기 온도가 
320 K 을 넘게 되면서 반응 속도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반응 시작 후 80 초 이후에 이론값에 근접한 수소 생성율

을 얻을 수 있었고, 이는 제작된 촉매 하에서 NaBH4 수용

액이 거의 100%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촉매 표면에

서 활발한 반응이 나타남을 알 수 있으며, 반응이 진행되

는 동안 촉매가 벗겨지지 않고 견고하게 코팅되었음을 확
인하였다. 

 

Fig. 1 Hydrogen production rate as a function of reaction time 
 
 

3. 연료 전지 시스템  
전체 연료 전지 시스템은 Fig. 2 과 같이 연료 생성 및 

공급을 위한 촉매 반응기, 펌프, 연료 카트리지, 분리기, 제
어기, 연료전지로 구성되어 있다. 20 W 급의 PEM 타입의 연
료전지는 10 cm2 의 전극 면적을 갖는 20 개의 단위 셀로 
구성되었으며, 음극에 생성되는 물을 효율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MEA 는 자기 가습이 되도록 제작되었다. 시스템 운용 
개념은 다음과 같다. 연료 카트리지에 액상 저장되어 있는 
수소화물 연료를 마이크로 펌프를 이용하여 촉매 반응기에 
공급하게 되고 촉매 반응을 통해 생성된 생성물 중 NaBH4

는 분리기에서 제거되고 순수한 수소만 연료 전지에 공급

되게 된다. Fig. 3 은 통합된 시스템과 각 부품의 명칭을 나
타내고 있으며, Fig. 4 는 무인 항공기에 탑재된 연료 전지 
시스템을 보여 주고 있다. 개발된 연료 전지 동력 시스템

의 무게 분포를 보면, 연료 전지가 시스템 무게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료 공급 장치는 모두 17.6%로 충분히 
경량화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5 는 무인 항공기에 
탑재된 연료 전지 동력 시스템의 작동 시험 결과를 보여주

고 있다. 일정한 수소 생성율 하에서 전기 모터가 원활히 
구동되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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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Layout of fuel cell power system 

 
 
 
 
 
 
 
 
 
 
 
 
 

Fig. 3 Components of fuel cell system 
 
 
 
 
 
 
 
 
 
 
 
 
 
 
 

Fig. 4 Integration of fuel cell system into UAV 
 
 
 
 
 
 
 
 
 
 
 
 
 
 
 

Fig. 5 Operation of electric motor with fuel cell system 
 

4. Fuel cell UAV  
본 연구에서는 제안된 연료전지의 우수한 연료저장 밀

도의 성능을 입증하기 위해 무인 항공기의 장기체공 비행

실험을 수행하고 있다. 시험비행을 위한 기체로서 flying 
wing 방식은 주익만으로 양력과 조종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동체나 미익 등의 부분에서 발생하는 공기저항 손실이 적
어서 동체형 고정익 비행기보다 30% 이상의 연료절감효과

를 보인다고 한다. 하지만 flying wing 은 별도의 동체가 없
기 때문에 항법장치나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연료전지의 
수납이 곤란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Fig. 6 과 같은 
flying wing 과 비슷한 연료 효율을 보이면서 각종 장치의 
수납이 용이한 BWB (Blended Wing-Body) 형상의 기체를 채
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연료전지 시스템을 BWB UAV 에 
탑재한 후 시험비행을 수행하였다. 초기 이륙시 필요한 대
량의 전력은 Lithium-Polymer 배터리로 공급하였으며, 비행 
중에는 연료전지에서 발생되는 전력을 통해 비행하였고, 
잉여 전력으로 배터리를 충전하였다. 성공적으로 시험비행

을 마쳤으며, 이를 통해 연료전지 UAV 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2, 3]. 

 

Fig. 6 Blended Wing Body-type UAV Test bed 
 
 

4. 결론  
무인 항공기의 동력장치로써 연료전지 시스템을 구축하

였다. 액상의 NaBH4 에서부터 촉매반응을 통해 수소 생성

하였고, 20 W 급 연료전지의 성능 검증을 수행하였다. 연료 
전지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해 연료 전지 스택, 촉매 반응

기, 펌프, 연료 카트리지, 분리기, 제어기를 통합 설계하였

고 무인 항공기에 탑재하여 성능 시험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액상의 연료 및 연료전지를 통해 구동하는 무인 
항공기는 장기체공 및 높은 추진 효율 획득이 가능할 것으

로 판단된다. 
 

후기  
이 연구는 방위사업청 지정 국방 MEMS 특화센터의 지원

으로 수행되었으며, 이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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