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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deals with heat pipes inserted into the metal hydride(MH) reactor to increase the effective 
thermal conductivity of the system and thus to enhance the thermal control characteristics. A numerical 
analysis was conducted to predict the effect of inserted heat pipes on the heat transfer characteristics of 
MH, which inherently has extremely low thermal conductivity. The numerical model was a cylindrical 
container of O.D. 76.3 mm and length 1 m, which is partially filled with about 60% of MH material. The 
heat pipe was made of copper-water combination, which is suitable for operation temperature range between 
10℃ and 80℃. Both inner -and outer- heat pipes were considered in the model. Less than two hours of 
transient time is of concern when decreasing or increasing the temperature for absorption and discharge of 
hydrogen gas. FLUENT, a commercial software, was employed to predict the transient as well as 
steady-state temperature distribution of the MH reactor system. The numerical results were compared and 
analyzed from the view point of temperature uniformity and transient time up to the specified maximum or 
minimum temper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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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화석 연료의 고갈과 더불어 지구 환경 보호의 

필요성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대체에너지에 대

한 연구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여러 가

지 대체에너지중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경

우 효율이 높고, 연소가스가 무공해라는 것이 무

엇보다 장점이다(1). 그러나 이러한 수소를 실질적

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에너지의 저장 



및 운반의 문제 해결 및 적절한 이용 방법이 개

발되어야 한다. 
금속합금의 기공에 수소를 저장하여 Metal 

Hydride(수소저장합금, 이하 MH) 형태로 수소를 

운반하는 방법이 제시된 이래로 MH에 대한 연구

가 주목을 받게 되었다(2).
Melnichuk et al(3).은 수소저장 시 고압-극저온상

태의 저장법에서 탈피하여 안전하고, 수소의 다

량저장이 가능한 MH material의 장점에 대해 기

술하였고, Kim et al(4).은 자동차 배기가스를 작동 

유체로 하는 열구동형 냉방기를 활용될 때, 적절

한 MH 쌍(pair)의 선정과 시스템의 성능 및 최적

화된 운전변수를 수치해석적으로 연구하여 

LaNi4Al 합금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결론을 도출

하였다. Muthukumar et al(5).은 원통형 MH 저장조

에 물을 열전달 매체로 하여 열전달 성능을 향상

시키는 방법을 연구하여, 열전달 매체의 공급열

량이 많을수록 소수저장량에는 변화가 없으나 

흡·탈장 속도는 빠르게 나타나는 결과를 보였다. 
Kim et al(6).은 휜이 달린 MH의 수소저장 성능을 

수치적으로 해석하여 휜이 MH전체의 온도를 균

일하게 분포시켜 수소흡장 반응이 잘 일어나게 

함을 확인하였다.  
수소저장합금을 이용하는데 있어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MH의 열전도도가 낮으며 또한 분말

입자 사이의 좁은 공간을 수소가 통과하여 내부

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MH 반응관 전체의 흡탈장 

속도가 재료의 고유한 반응속도보다 느려진다는 

점이다(6). MH의 단위 부피당 수소저장량의 증대

는 새로운 합금을 개발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

지만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MH 반응관의 온도를 균일하게 분포시켜 수소의 

흡·탈장 속도를 증대시키는 것이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본 연구에서는 수소의 흡탈장 반응 속도의 증

대를 위해서 MH의 온도를 균일화하기 위한 방법

으로써 MH 내부에 히트파이프를 삽입하고, MH 
저장조 외부에도 히트파이프를 배치하여 전도 및 

대류에 관한 수치적 열-유체 해석을 다루었다. 더 

나아가 MH 내부 히트파이프에 축 방향 구리 휜

을 적용한 경우와 MH 저장조 내벽(side wall)에 

축 방향 스테인리스 스틸 316L 휜을 적용한 경우

를 비교하여 휜의 유무에 따른 MH의 열전달 특

성을 정량적으로 비교함으로써 향후 관련 열 설

계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2. MH 반응기의 모델링

본 연구에서의 원통형 수소저장합금 반응용기

의 해석 모델을 Fig. 1에 나타내었다. MH 저장조

는 외경 76.3 mm, 내경 62.3 mm, 길이 1000 mm
의 스테인리스 스틸 316L이며 내부공간의 60%는 

MH, 40%는 수소로 채워져 있다.
MH 내부에 직경 6.35 mm, 길이 1300mm의 히

트파이프 8개가 삽입되어있고, MH 저장조 외부

에 아랫변 14.4 mm, 윗변 20.2 mm, 높이 14.85 
mm, 두께 1 mm의 채널을 16개 배치하고, 길이 

1300 mm의 히트파이프가 삽입되어있다.
계산 모델과 대기의 열교환을 방지하기 위해 

바깥쪽 히트파이프 채널 외부에 50 mm의 단열재

를 설정하였다.

(a) 

(b)

Fig. 1 Hydrogen storage model without fins :    
(a) cross-sectional view, (b) side view (insulation is 
not included)



MH 내부에 삽입한 히트파이프에 길이 2 mm, 
두께 1 mm의 축 방향 직선 휜을 적용한 경우와 

MH 저장조 내벽에 길이 2 mm, 두께 2 mm의 축 

방향 직선 휜을 적용한 경우를 Fig. 2에 나타내었

다.
Fig. 1(a)에서 보인 바와 같이 MH material 부분

은 유효열전도도 0.3 W/m·K을 갖는 LaNi4.7Al0.3 
합금으로 설정하였다. 수소 저장부(gas space)는 

일정한 동공(cavity)안에 머물러있는 것으로 가정

하였다. 히트파이프는 Inner Heat Pipe(이하, IHP)
와 Outer Heat Pipe(이하, OHP)로 나누어 그 형태

나 배치가 다르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상용수치해석 코드로는 히트파이프 내의 상변화 

열전달 현상을 다룰 수 없으므로, 실험 자료에 

근거하여 히트파이프를 하나의 고체구조물로 가

정한 후 유효열전도도를 5000 W/m·K로 설정하

고, 비열과 밀도는 히트파이프 내부의 윅과 작동

유체의 부피비를 고려하여 유효 값을 계산하여  

    

  (a)                    (b)

(c)

Fig. 2 Heat pipe models with fins :(a) 8-fins per an 
inner heat pipe, (b) 12-fins per an inner heat pipe, (c) 3- 
fins per an outer heat pipe (48-fins per MH container 
side wall)

적용하였다. 히트파이프의 증발부 영역은 실제로

는 80℃의 온수로부터 열공급을 받는 열교환기의 

형태가 될 것이나,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 표면온

도를 80℃로 일정하게 설정하여 계산을 수행하였

다. 단열재 외벽은 대기와의 자연대류를 고려하

여 대기온도 25℃, 대류열전달계수를 5.2 W/m2·K
로 설정하였다.
계산시간의 단축과 필요한 계산용량의 절감을 

위해서 모델의 좌우, 전후 대칭성을 이용하여 모

델의 1/4영역을 계산영역으로 설정하고 해석하였

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델의 주요 열물성치를 

Table 1에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델에 대한 수치해석은  

FLUENT(version 6.2)를 사용하였으며, 천이상태해

석을 위해 모든 영역에서의 초기온도를 10℃로 

설정하고, MH 내부에 축 방향으로 x= 0, 250, 
500 mm의 3부분에 각각 2개의 점을 선정하여 총 

6개의 점에 대한 1시간동안의 온도변화를 분석하

였다.  

4. 수치해석 결과 및 토론

실제 MH 반응기에서는 수소의 흡장을 위해서 

온도를 10℃로 낮추며, 수소의 탈장을 위해서는 

온도를 80℃까지 올리는 과정이 필요하다. 본 논

문에서는 수소탈장을 위한 가열과정만을 다루었

다. 

Table 1 Thermal properties of the materials.

Material ρ* Cp* k* 

Container STS316L 8238 468 13.4

MH LaNi4.7Al0.3 5026 426 0.3

IHP Cu-water 3787 784 5000

OHP STS-water 2875 599 5000

Gas hydrogen 0.082 14283 0.167

Inner fin Copper 8978 381 387.6

Outer fin STS316L 8238 468 13.4

Insulation Aeroflex 67 1210 0.035

h outside insulation: 5.2 W/m2·K

* density ρ in kg/m3, specific heat Cp in J/kg·K, thermal 
conductivity k in W/m·K



또한, 탈장온도 80℃에 도달한 후에는 탈장화

학반응이 일어날 것이나, 이 반응은 여기에서 고

려하지 않았으며, 반응전의 온도변화 과정만을 

열전달 관점에서 해석하였다. 히트파이프에 휜을 

적용하지 않은 계산모델의 1시간 후의 온도 

contours를 Fig. 3에 나타내었다. 히트파이프 증발

부에 80℃의 열을 전달하는 경계조건을 입력하여 

MH 내부온도는 히트파이프 증발부 부분(x = 0 
mm)부터 MH 중앙부(x = 500 mm)까지 순차적으

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동일한 축 방

향 거리의 단면에서는 MH 중심부분으로부터 반

경방향으로 온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Fig. 4은 IHP에 8개의 구리 휜을 적용한 MH 저

장조(실선)와 휜을 적용하지 않은 MH 저장조(점
선)에 대하여 한 시간 동안의 천이상태 온도변화

를 나타내었다. 두 경우 모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히트파이프의 증발부 가까이에 위치한 point 
 

(a)

 (b)          (c)          (d)

Fig. 3 Temperature distribution calculated by 
FLUENT in the solution domain : (a) overall view, 
(b) x = 0 mm, (c) x = 250 mm, (d) x= 500 mm  

O 부터 온도가 상승하고, point A, B 순으로 80℃ 

의 정상상태에 도달하였다. 또한, 동일한 축 방향 

거리에서 수소 저장조 부분이 MH material 부분

보다 온도가 빠르게 상승함을 알 수 있다. 전체

적으로 휜을 적용한 경우가 휜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보다 열전달이 잘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

으며 설정한 모든 point의 온도가 80℃에 도달한 

시간을 비교해 보면 휜을 적용한 경우가 약 2500 
s 이며 적용하지 않은 경우가 2650 s 이다. 구체

적인 시간에 대한 두 경우의 온도 및 온도차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Fig. 4  Temperature history for the 8-fins per an 
inner heat pipe reactor compared with no fins 
reactor during the first hour.  

Table 2 Comparison of numerical results for the  
heat pipe reactors with and without fins  during the 
first hour.

Time 8-fins no fins Difference

min Tmax Tmin Tmax Tmin Tmax Tmin

5.6 72.3 56.4 71.2 53.8 2.6 0.9

11.3 78.3 75.0 77.6 73.5 1.5 0.7

22.5 79.8 79.7 79.7 79.4 0.3 0.1

45 79.9 79.9 79.9 79.9 0 0

60 79.9 79.9 79.9 79.9 0 0



IHP에 12개의 구리 휜을 적용한 MH 저장조(실
선)와 8개의 구리 휜을 적용한 MH 저장조(점선)
에 대한 한 시간 동안의 천이상태 온도변화를 

Fig. 5에 나타내었다. IHP에 적용한 휜의 개수가 

증가하여도 전체적인 열전달 성능은 대체적으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는 OHP의 열전달량이 IHP
의 열전달량보다 월등히 크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실제 열전달량을 계산해보면 OHP 한 개 당 

276.6 W,  IHP 한 개 당 34.1 W를 나타낸다. 즉, 
IHP에 적용한 구리 휜의 개수가 일정량에 도달하

면 구리 휜의 개수가 증가하여도 MH의 열전달 

성능 향상에 한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 6은 MH 저장조 내벽에 총 48개의 스테인

리스 스틸 316L 휜을 적용한 MH 저장조(실선)와 

IHP에 8개의 구리 휜을 적용한 MH 저장조(점선)
에 대하여 한 시간 동안의 천이상태 온도변화를 

나타내었다. 축 방향 거리 x = 0 mm인 point O 
부분은 두 경우의 온도차가 거의 없었으나, point 
A, B로 갈수록 OHP에 휜을 적용한 경우가 IHP
에 휜을 적용한 경우보다 열전달성능이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다. 설정한 모든 point의 온도가 8
0℃에 도달한 시간을 비교해 보면 OHP에 스테인

 

Fig. 5  Temperature history of the reactors with 
12-fins IHP compared the one with 8-fins IHP, 
during the first hour. 

리스 스틸 316L휜을 적용한 경우가 약 2350 s 이
며 IHP에 구리 휜을 적용한 경우가 2500 s 이다. 
즉, 히트파이프에 휜을 적용하여 열전달 성능향

상을 모색한다면, MH 내부에 삽입된 IHP에 구리

휜을 적용하는 것 보다는 MH 저장조 내벽에 스

테인리스 스틸 316L 휜을 적용하는 것이 휜의 개

수 절약 및 등온화에 유리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구체적인 시간에 대한 두 경우의 온도 

및 온도차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Fig. 6  Temperature history of the reactors with 
3-fins OHP compared with 8-fins IHP, during the 
first hour. 

Table 3 Comparison of numerical results for the 3 
ea fins per 1 ea outer heat pipe reactor with 8 ea 
fins per 1 ea inner heat pipe reactor during the 
first hour.

Time Outer Inner Difference

min Tmax Tmin Tmax Tmin Tmax Tmin

5.6 72.9 60.7 72.3 56.4 4.3 0.6

11.3 78.5 76.4 78.3 75.0 3.2 1.4

22.5 79.8 79.7 79.8 79.7 0.1 0

45 79.9 79.9 79.9 79.9 0 0

60 79.9 79.9 79.9 79.9 0 0



4. 결론

히트파이프를 적용한 원통형 수소저장합금 반

응용기의 모델 해석에 대하여 IHP에 구리 휜을 

적용한 방법과 MH 저장조 내벽에 스테인리스 스

틸 316L 휜을 적용한 방법의 열전달 특성을 수치

적으로 비교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

었다.

(1) MH 내부 및 외부에 히트파이프를 적용하

여 열이송을 시킬 때, MH 내부의 온도는 축 방

향으로 히트파이프의 증발부에 가까운 쪽에 최고

온도가 나타나고, 반경방향으로는 MH 내부 중심

부분에서 최고온도가 나타났다.
(2) 히트파이프의 유효열전도도를 5000 W/m-K

로 설정하고 IHP 한 개 당 8개의 구리 휜을 적용

한다면, 휜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보다 최대 3.6 
%의 열전달성능이 향상되었고, 설정한 모든 point
의 온도가 80℃에 도달하는 시간은 약 150 s 가
량 단축되었다.

(3) IHP 한 개 당 8개의 구리 휜을 적용한 경

우와 12개의 구리 휜을 적용한 경우를 비교해 볼 

때, 열전달 성능 차이는 거의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IHP를 통한 열전달량보다 OHP를 통한 열전

달량이 8.1배 정도 많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IHP
에 적용한 구리 휜의 개수가 일정 수에 도달하면 

구리 휜의 개수가 증가하여도 MH의 열전달 성능 

향상에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4) MH container의 내벽에 48개의 스테인리스 

스틸 316L 휜을 적용한다면, IHP 한 개 당 8개의 

구리 휜을 적용할 때보다 최대 5.9 % 열전달 성

능향상을 예상할 수 있으며, 설정온도 80℃에 도

달하는 시간도 약 150 s 가량 단축할 수 있다.

MH 반응기 내의 등온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히트파이프를 사용한다면 MH material 내부에 삽

입된 히트파이프에 휜을 적용하는 것 보다는 MH 
저장조 내벽에 휜을 적용하는 것이 휜의 개수 절

감 및 열전달 성능향상을 위해 합리적이라고 판

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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