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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자동차 배기가스에 의한 대기오염을 줄이

기 위하여 환경부는 시내버스 연료를 경유에

서 CNG(압축천연가스)로 전환하였으나 CNG

보다 더 친환경적인 수소첨가-CNG를 시내버

스용 연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게 되었

다. HCNG를 실증실험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혼합가스의 균질성 및 안전성 연구가 선행되

어야 한다. 이를 위해 연구용 HCNG가스를 제

조한 후, 시간 경과에 따라 수소 농도 변화를

CRM(인증표준가스)를 사용하여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0 L고압용기(알루미늄)에 수소

농도 17 %(mol/mol)이고 메탄이 바탕가스인

연구용 가스를 제조하였다. 메탄 중의 수소는

가스크로마토그래피를 사용하여 정량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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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에 근거하여 균질성, 안정성 연구를 수행하

였다.

원료가스인 수소 순도는 99.995 %(mol/mol),

메탄 순도는 99.95 %(mol/mol)이다.

물질명 분자식 분자량

수소 H2 2.016

메탄 CH4 16.04

표 1 . 물질의 분자식 및 분자량

2. 시험분석방법

분석방법은 ASTM D 1945-03(Standard test

method for analysis of natural gas by gas

chromatography)이며 분석조건은 다음과 같

다.

1) 분석장비: GC/TCD (Agilent 7890)

2) 분석조건

① 컬럼 : Packed Column 2m (molsieve)

② 온도

- 오븐 : 등온조건 (80 ℃)

- 검출기 : 250 ℃

③ 시료주입량/시료유속:0.25 mL/50 mL/min

④ 가스 유속: 캐리어 가스(N2) 5 mL/min,

Reference flow 20 mL/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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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균질성 및 안정성 연구

1) 균질성 연구

수소 17 %(mol/mol) (메탄 바탕가스) 혼합가

스를 0 %, 25 %, 50%, 70 %, 95 %를 사용하

였을 때, 시료의 균질성을 ANOVA 일원일치

법에 의하여 분석하였다.

(GC 검출기 세기)

측정
0%

사용

25%

사용

50%

사용

75%

사용

95%

사용

1 회 8234 8277 8270 8270 8280

2 회 8291 8300 8309 8285 8266

3 회 8307 8317 8292 8288 8287

4 회 8296 8303 8310 8303 8287

5 회 8295 8303 8292 8305 8288

전체

평균
8290

표 2. HCNG혼합가스 균질성 측정

변동의

요인

제곱

합

자유

도

제곱

평균
F 비 P-값

F

기각치

처리 1079 4 270 0.85 0.51 2.87

잔차 6361 20 318

계 7440 24 　 　 　 　

표 3. 균질성 평가표

용기 내 압력에 따른 프로판, 수소 검출기

세기 변화를 일원일배치법으로 분석한 결과

F기각치 보다 F비 값이 작고 P-값이 0.05보

다 크므로 혼합가스는 균질하다.

따라서, 균질성 상대표준 불확도 

는 다음과 같다.

  




  
 



  

=3.11

 전체평균


 ×

2) 안정성 연구

고압용기(Al)에 수소 22%(mol/mol) (메탄

바탕가스) 혼합가스를 제조하여 7 개월간의

농도 변화를 연구하였다.

농도 변화여부 및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

여 F-검정 및 t-검정을 통하여 안정성을

확인하였다.

① F-검정

　 계수
표준

오차

t 통

계량
P-값

하위

95%

Y

절편
21.9 0.0089 2458

3.16.E

-38
21.8

X 1 -0.00028 0.00167 -0.166 0.871 -0.0039

표 5. F-검정 평가표

F-검정에서 유의수준 5% 경우 P-값이

0.05보다 크면 안정성이 있다. P-값이

0.05보다 크므로 제작된 시료는 안정성이

존재하였다.

② t-검정

표 4. 분산 분석

　 자유도 제곱합
제곱

평균
F 비

유의한

F

회귀 1 1.1×10-5 1.1×10-5 0.02 0.871

잔차 13 5.2×10-3 4.0×10-4

계 14 5.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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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평균 4.33

Y평균 21.9

b1 -2.78×10-4

b0 21.9

s2 6.50×10-4

s 2.55×10-2

s(b1) 2.13×10-3

t0.95,n-2 4.30

t0.95,n-2×s(b1) 9.16×10-3

표 6 . t-검정 평가표

t-검정 신뢰수준 약 95 %에서 Students

t-factor = 4.30이다.

t-검정에서 |b1|<t0.95, n-2 × s(b1) 이면 제

작된 시료는 충분히 안정성을 확보한다.

|b1|=2.87×10-4 < t0.95, n-2 × s(b1) =

9.16×10-3 이므로 제작된 시료는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F-검정 및 t-검정 결과, 시료는 7 개월

간 동안 안정함이 확인되었다. 시간에 따

른 농도변화를 나타내는 기울기의 불확도

로부터 7개월간의 장기안정성 불확

도를 산출하였다.

  ×

    ×   × × 

= 0.0149 %(mol/mol)

초기 농도    이므로

상대표준 불확도 는 다음과 같다.

  

 


×

=6.82×10-4

후 기

본 연구는 환경부 친환경자동차개발사업단의

“수소-천연가스혼합연료 충전인프라 안정성 기반

구축”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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