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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즈마원자막증착 TiN 제작 공정(PEALD TiN Fabrication Process)

⚫전자전도성 물질 치밀 초
박막 제작

⚫비전도성 기판의 TiN 코팅
⚫열화환경 노출 차단을 위
한 코팅 공정

연구 배경

연구 성과

⚫치밀한 초박막 TiN 제작을
통한 SUS의 부식 내구도
향상

⚫비전도성 기판 코팅을 통
한 연료전지 성능 향상

플라즈마 원자막 증착법
초박막 TiN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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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μm

고분자전해질막 수전해 및 연료전지를 위한 분리판 코팅 연구

⚫대량생산에 적합하며 가격
경쟁력을 갖춘 Stainless 
Steel 분리판의 부식 저항성
향상을 위한 코팅 기술 개발

연구 배경

연구 성과

⚫탄탈럼(Tantalum) 코팅막의
치밀한 나노 구조 확보

⚫고가의 티타늄(Titanium) 분
리판에 비해 향상된 내부식
성 달성

200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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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C 박막 연료극 나노구조 최적화(Thin Film Anode Nanostructure Optimization for SOFC)

⚫비귀금속 촉매를 이용한
SOFC 연료극 개발의 필요성

⚫박막 연료전지의 나노 다공
성 기판 플랫폼 확대 적용을
위한 선제 연구 필요

연구 배경

연구 성과

⚫ 40~200nm 나노 다공성 기
판 및 150nm~1.2um 두께
의 니켈 박막 연료극을 이용
한 SOFC 성능 최적화 및 경
향성 파악SOFC 단면 및 표면

최적화 공정 박막 SOFC의
전기화학적 분석

500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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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advanced low-cost PEMWE bipolar plate

⚫고분자전해질 수전해 시스템
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스택
가격 절감이 필수적임.

⚫가격과 가공비용이 비싼 티
타늄 분리판을 대체할 수 있
는 저가형 분리판 필요

연구 배경

연구 성과

⚫고내구성 SUS 분리판 개발
⚫분리판 열화 메커니즘 파악
및 전도성 산화물 코팅 공정
개발<고내구성 저가 분리판 코팅 공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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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을 이용한 연료전지 시스템의 Flooding/Drying 판단 기술 개발(Development of flooding /
drying judgment technology for fuel cell system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 Flooding은 연료전지의 급격한 성능저하를 일으
키므로 연료전지 차량의 상용화를 위해서 진단 및
예측 기술의 개발이 필요

⚫ Flooding에 대한 판단 지표가 명확히 정립되지 않
음

연구 배경

연구 목표

⚫ 유로가시화 기술 및 ELS 등을 통해 Flooding 발생
유무를 판단 지표를 개발

⚫ 판단 지표를 활용하여 데이터 라벨링 및 지도학습
(Suprevised learning)을 위한 데이터 축적

⚫ AI 기술을 활용한 Flooding 진단 및 예측 기술 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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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연구 내용 – 데이터셋 수집 및 머신러닝 기반의
Flooding 진단 기술 개발



연료전지하이브리드 차량의 에너지관리 연구 (Energy management for FCHEV)

⚫ 일반화 성능이 보장되는 하이브리
드 차량의 에너지 관리의 필요성

⚫ 연료전지의 열화를 고려한 에너지
관리의 필요성

연구 배경

연구 성과

⚫ 심층강화학습을 활용하여 에너지
관리 전략의 일반화 성능 확보

⚫ 연료전지 스택의 열화와 연비를 최
적화하는 전략의 개발

Actor – Critic (AC) 구조

최적이론과 AC 네트워크간 성능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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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형태의 동력계 구조
를 가진 하이브리드 차량의
개발 필요

⚫구조에 따른 차량 제어 로직
의 개발 필요

⚫하이브리드 차량의 제어기
구성 및 제어 로직 개발

⚫동력 분배 전략을 기반으로
에너지 최적화를 통한 연비
성능 향상

하이브리드 차량 모델 차량 제어 모델

Controller

Dynamic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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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차량의 동력계 제어 및 에너지 최적화 연구

연구 배경

연구 성과



주행 데이터 활용 연비 영향 인자 파악 및 분석

⚫다양한 차량 주행 데이터를
차량동역학적이 아닌 데이터
자체로만 분석하여, 연비에
영향을 주는 의외의 인자를
찾고자 함

연구 배경

연구 성과

⚫인자간 관계 분석을 통해 인
자간 그룹화 진행

⚫새로운 타겟값을 기준으로
한 학습을 통해 기존 차량동
역학적 인자들 외의 새로운
인자들 파악

Discrete한 data와 target
사이의 상호정보량 그래프

새로운 인자들을 통해 학
습시킨 연비 값과 실제
연비값 비교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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