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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

연료전지자동차의 수소 저장 장치는 가볍고 수

소 저장 효율이 뛰어나며 경제적이어야 한다 이.

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수소 저장 장치로 복합재

료 압력용기를 이용한 고압 기체수소 저장 방식

이 사용되고 있으며 사용압을 높여 체적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1) 연료전

지자동차의 수소 탱크는 라이너 를 탄소섬유(liner)

에폭시 복합재료로 보강한 초경량 복합재료 탱/

크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들은 금속재 라이너를,

사용하는 Type 탱크와 비금속재 라이너를 사용3

하는 Type 탱크로 구분된다4 . Type 탱크는 금4

속재 라이너 복합재료 용기와 달리 플라스틱과

같은 비금속 라이너를 사용하므로 용기의 무게를

경량화 시킬 수 있고 라이너 재질의 특성상 내,

환경성 및 내구성이 뛰어나 장기 사용 시 안전성

이 우수하며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라이너를,

제작할 수 있는 특징을 갖는다.

연료전지자동차는 수소충전소의 수소 저장 탱

크 와 연료전지자동차 수소 탱크 사(storage tank)

이의 물리적인 압력차로 수소를 충전한다 실온.

에서 고압의 수소 기체가 저압의 수소 탱크로 충

전될 때 대부분의 기체는 팽창에 의해 냉각되지

만 수소는 예외적으로 팽창에 의해 약간의 열

이 발생한다 또한 수소 탱(Joule-Thomson effe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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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연료전지자동차의 초경량 복합재료 수소 탱크에 대한 수소 충전 특성을 파악하고,

충전 조건에 따른 수소 탱크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플라스틱 라이너를 사용하는 Type 수소 탱크4

와 알루미늄 라이너를 사용하는 Type 수소 탱크에 대해 수소 충전 시 수소 탱크 내부의 가스 온도 및3 ,

압력 변화 라이너 및 복합재료 층의 온도 변화 등을 측정하여 그 특성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 충전 속, .

도가 증가함에 따라 탱크 내부 가스의 온도가 증가하였고 탱크 내부 가스의 온도 분포가 다르게 나타,

났다.

Abstract: In this research, we investigated the hydrogen-gas filling characteristics of ultra-light composite tanks

that have a plastic or aluminum liner inside the composite shell. The study was performed for different gas

and tank temperatures. The temperature changes at various positions in the Type-4 tank during hydrogen-gas

filling were monitored in order to understand the effects of the filling conditions. The results were compared

with those obtained for a Type-3 tank. As the filling speed was increased, a quicker temperature rise was

observed, and the temperature distribution over the entire region showed significant discrepa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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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에 수소 기체가 고압으로 충전되면서 압축효과

로 내부 가스의 온도가 상승하게 된다 이로 인.

해 실제 저장용량 보다 적은 양의 수소가 저장될

수 있다.
(2,3) 연료전지자동차에는 수소 충전시 수,

소충전소와 연료전지자동차 수소 탱크 사이의 통

신을 통해 가스온도 및 압력을 실시간으로 모니

터링하여 보다 안전하게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이를 활용함으로써 수소

충전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미국 에너지부 의 년 수소저장기술(DOE) 2015

목표치인 수소 저장효율(5.5 과 수소 충전시wt%)

간(1.5 Kg H2 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효/min)

율적인 수소 충전기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수

소 충전 특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연. ,

료전지자동차용 수소 탱크에 관한 국제 규격

(ISO/TS 15869:2009)
(4)에서 수소 탱크 재료에 대한

사용 온도 범위를 -40 에서 85℃ 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수소 충전시 탱크 내부의 발열 특성

분석을 통해 충전 조건에 따른 탱크의 안전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연료전지자동차의 초경량 복합

재료 수소 탱크에 대한 수소 충전 특성을 파악하

고 충전 조건에 따른 수소 탱크의 안전성을 확,

인하기 위해 라이너와 복합재료 층 사이에 온도

센서 가 삽입된 초경량 복합재(thermocouple, TC)

료 수소 탱크(Type 를 제작하여 수소 충전 시4) ,

수소 탱크 내부의 가스 온도 및 압력 변화 라이,

너 및 복합재료 층의 온도 변화 등을 측정하고

그 특성을 고찰하였다 또한. Type 탱크에 대해3

동일한 조건의 시험을 수행하여 Type 탱크와4

그 특성을 비교하였다.

수소 충전 시험2.

시험용기 제작2.1

수소 탱크의 수소 충전 시 라이너 표면의 온도

를 측정하기 위하여 라이너 표면에 소선두께가

0.51 mm 인 열전대를 부착하고(24 AWG) T-type

탄소섬유에폭시 복합재료를 필라멘트 와인딩으/

로 보강하여 플라스틱 라이너와 복합재료 층 사

이에 온도센서가 삽입된 Type 수소 탱크를 제4

작하였다.

또한 수소 충전 시 수소 탱크 내부의 가스 온

도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탱크 내부에 개의6

T1

Thermocouple(T-type)

End Plug FeedthroughSupport Frame

T2

T3

T4

T5

T6

(a) Thermocouple assembly

(b) Photo of thermocouple assembly in the tank

Fig. 1 Thermocouple assembly used for measuring
H2 gas temperature of ultra-light composite
tank

온도 센서를 삽입하여 가스의 온도를 직접 측정

하였다 온도센서로 원하는 위치의 온도를. T-type

측정할 수 있도록 알루미늄으로 플러그를 가공하

고 플러그에 온도센서를 장착하기위한 지지대를

제작하여 부착하였다 지지대의 중앙은 온도센서.

의 무게를 지지할 수 있도록 스틸로 제작하였고,

곁가지는 온도센서장치가 탱크 내부에 삽입될 때

구부러졌다가 다시 복원이 될 수 있도록 나일론

으로 제작하였다 수소 탱크 내부의 온도센서는.

플러그에 장착된 Feedthrough(HD18, Conax Tech.

사 를 통해 탱크 밖의 계측기와 연결되게 하였다) .

Fig. 은 제작된 온도센서장치와 온도센서가 탱크1

내부에 삽입된 모습을 도시한 것이다.

시험 탱크의 수소 공급 측 밸브는 PRD (Pressure

Relief Device)와 온도센서가 내장되어 있는

사 를 사용하였다 유사시 고압Solenoid Valve(GFI ) .

의 수소기체를 안전하게 방출할 수 있고 수소,

충전 후 수소 기체를 배출시킬 수 있도록 밸브의

배기구 에 튜브를 연결하고 볼 밸브(vent port) (ball

를 장착하여 유체의 흐름을 신속히 통제할valve)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수소 충전을 위해 리셉. ,

터클 을 충전구 에 장착하였고(receptacle) (inlet po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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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시 압력 측정을 위해 압력센서를 장착하였

다 시험에는 국내 사의. K Type 수소 탱크4

와 해외 사의(HT350-072, 72 ) D Typeℓ 수소 탱3

크 를 사용하였다(V074, 74 ) .ℓ

시험 방법2.2

초경량 복합재료 수소 탱크에 수소가스를 충전

하기 위하여 수소 탱크 지지대를 제작하였다 충.

전시험 시 발생하는 탱크 내외부의 온도는 사NI

의 장비 를 사용하여 데Labview DAQ (SCXI1001)

이터를 저장하였고 충전시 발생하는 표면온도,

변화를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충전시험은 대전 기술원의 수소 충전소와 현SK

대자동차 환경기술연구소의 수소 충전소를 이용

하여 수행하였다. Fig. 는 현대자동차 환경기술연2

구소에서 수소 충전 시험을 수행하는 모습이다.

수소가스를 수소 탱크에 충전하기 전에 질소

가스를 이용하여 탱크 내부의 산소를 퍼지(purge)

시키고 충전시간 충전시 주변온도 충전시 초기, , ,

압력에 따른 충전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Table

과 같은 조건으로 충전시험을 수행하였다1 .

시험 결과 및 고찰3.

초경량 복합재료 수소 탱크(Type 3, Type 의4)

일반적인 수소충전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온에

서 35 까지 충전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수소MPa

충전 시 압력변화에 따른 탱크 내부 가스의 온도

변화를 측정하였다.

Fig. 은 충전시 주위온도가3 20 일 때 Type℃ 4

수소 탱크에 수소가스를 35 까지 충전하는데MPa

초가 소요된 경우의 시험결과이다 이때 충전220 .

속도는 약 9.54 이다MPa/min . 0 에서MPa 35 MPa

까지 충전되는 동안 각 위치에서의 온도변화를

측정하였고 이때 온도 측정 위치는, Fig. 의3 (a)

에 도시한 것과 같다.

충전 시 최고온도는 위치에서 나타났으며T1

92 까지 상승하였다 최고온도는 최고압력에서.℃

나타났고 이는 충전 시 수소가스가 압축되어 상,

승한 수소가스의 온도이다 충전이 완료되면 수.

소 탱크로 열이 전달되면서 수소가스의 온도가

내려감을 알 수 있다 이때 라이너 표면 온도. (T7)

는 충전이 완료되고 분이 지난 뒤에 약16 50℃

까지 상승하였는데, Type 수소 탱크에서 수소4

Test tank
Type 4,

72

Type 3,

74

Filling pressure (MPa) 31 ~ 37 33 ~ 41

Filling time (sec) 170 ~ 430 170 ~ 320

Ambient temperature ( ) 10 ~ 30 18 ~ 20

Table 1 Test conditions for Hydrogen filling test

Fig. 2 The hydrogen station in Hyundai Motors Co,.
Ltd

충전시 순간적인 가스 온도 상승량은 크지만 수

소 가스의 압축열에 의한 라이너 표면의 온도 상

승량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며 가스 온도 상,

승량의 41.6 %(= / ×100 였다 이 결과) .

로부터 충전시 발생하는 수소가스의 온도가 라이

너 재료의 열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음

을 알 수 있다.

충전이 끝난 후 분이 경과했을 때 탱크20 T8(

상단 표면 은) 42 탱크 하단 표면 은, T9( ) 33℃ ℃

로 탱크 상단과 약 10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탱크의 내부 온도는 충전하는 동안은 크게 차이

를 보이지 않으나 충전이 끝난 직후부터 탱크 내

부의 아래 쪽 측점인 와 의 온도가 위쪽T3 T6

의 온도보다(T1, T2, T4, T5) 5 ~ 7 정도의 차이℃

를 보임으로써 분 이내의 빠른 속도로 성층화2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용기 표면의 온도 또한 10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수소가스.

온도가 50 정도 하강하면서 35℃ 까지 상승했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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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stic Liner

Composite Layer

(a) Location of thermocouple

(b) Temperature of H2 gas and tank surface

Fig. 3 Filling test result of Type 4 tank(up to 35
MPa, 220 sec)

던 압력은 31.3 로 낮아졌다MPa .

Fig. 는 충전시 주위온도가4 17 일 때 Type℃ 3

수소 탱크에 수소가스를 35 까지 충전하는데MPa

초가 소요된 경우의 시험결과로 충전속도는190

약 11.1 이다MPa/min . 0 에서MPa 35 까지 충MPa

전되는 동안 탱크 내부와 탱크 상부 표면에서의

온도변화를 측정하였다.

충전 시 탱크 내부의 최고 온도는 위치에서T1

68.5 로 측정되었다 약. 17℃ 의 대기 분위기에℃

서 충전이 이루어졌으므로 충전으로 인해 약 52

의 온도가 상승됨을 알 수 있다 충전 시 주위.℃

환경에 따라 열방출 특성이 달라지겠지만 위의,

결과를 Type 수소 탱크와 비교해 보면 충전시4

최고온도가 20 이상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탱크 외부의 온도 는 충전이 끝난 이후 분(T7) 6 40

초후에 41.3 로 측정되었다 비슷한 충전 속도.℃

초 의(220 ) Type 수소 탱크에서는 충전이 끝난4

Fig. 4 Filling test result of Type 3 tank(up to 35
MPa, 190 sec)

Fig. 5 H2 gas temperature of Type 4 tank on the
filling time (up to 37 MPa, 200 sec, 430 sec)

후 약 분 뒤에10 42 를 나타냈는데 3℃ 정도의℃

대기온도 차가 있으나 이는 Type 수소 탱크의3

열방출 속도가 Type 수소 탱크에 비해 최대 약4

배가 빠른 것을 알 수 있다 이는1.5 . Type 수소3

탱크의 경우 알루미늄 라이너를 사용하므로 플라

스틱 라이너를 사용하는 Type 수소 탱크에 비4

해 열전달 능력이 우수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수소 충전시간 변화에 따른 온도 변화를 알아

보기 위해 Type 수소 탱크에 충전시간이 초4 200 ,

초인 두 가지 경우에 대해430 0 에서MPa 37 MPa

까지 가압하여 시험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를,

Fig. 에 도시하였다 이때 주위온도는5 . 30 였다.℃

Fig. 에서 보는 바와 같이5 Type 수소 탱크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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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H2 gas temperature on the increase of filling
rate

Fig. 7 Liner surface temperature on the increase of
filling rate

충전시간에 따른 탱크 내부의 수소가스 최고온도

와 압력 탱크 표면온도 라이너 온도를 비교해, ,

보면 수소가스 온도는 초 충전 시200 102 , 430℃

초 충전 시 로 의 차이를 보였다 라이92.5 10 .℃ ℃

너 온도의 경우 이내의 차이를 보이며 비슷10℃

한 기울기로 온도상승이 이루어 졌다 탱크 표면.

온도도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

Fig. 은 충전속도에 따른 내부 가스의 온도 상6

승량 을 나타낸 것으로( T) Type⧍ 수소 탱크 보3

다 Type 수소 탱크의 온도 상승량이 약4 20℃

정도 높으며 상온에서 충전 속도가 빠를수록 온

도 상승량 또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Type 수4

소 탱크의 경우 5.41 의 속도로 충전할MPa/min

경우 탱크 내부의 가스 온도는 62 정도 상승하℃

고, 11.1 의 속도로 충전할 경우MPa/min 79 정℃

도 상승함을 알 수 있다 시험 결과로부터. Type 4

Table 2 The relationship between H2 mass and filling
rate

Conditions
Filling
rate

(MPa/min)

Filling
rate

(kg/min)

Mass of
H2

(Kg)

Filling up
to 35 MPa
(Type 4)

5.41 0.225 1.458

7.12 0.289 1.422

7.52 0.304 1.417

7.78 0.306 1.377

9.54 0.367 1.346

수소 탱크에서 충전속도에 대한 탱크 내부 가스

온도의 온도 상승량은 식 과 같이 표시할 수(1)

있다.

   ×  (1)

여기서,  는 탱크 내부의 수소 가스 온도

상승량 을( ) ,℃ 은 수소 충전속도 를 나(MPa/min)

타낸다.

이 식으로부터 수소 충전시 초기온도가 15℃

일 때 수소 가스의 온도를, 85 로 제한할 경우℃

 는 가 되므로 수소 충전속도는70 7.69℃

이하가 됨을 알 수 있다MPa/min .

Fig. 은7 Type 수소 탱크의 충전속도에 따른4

라이너 표면의 온도 상승량을 나타낸 것으로

5.41 의 속도로 충전할 경우 라이너 표면MPa/min

온도는 24 정도 상승하고, 11.1℃ 의 속도MPa/min

로 충전할 경우 라이너 표면온도는 31.3 정도℃

상승함을 알 수 있다 시험 결과로부터. Type 수4

소 탱크에서 충전속도에 대한 라이너 표면의 온

도 상승량은 식 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2) .

  ×  (2)

여기서, 는 라이너 표면의 온도 상승량

을( ) ,℃ 은 수소 충전속도 를 나타낸(MPa/min)

다.

동일한 압력까지 충전 했을 때 충전 속도가 빠

를수록 즉 탱크 내부의 가스 온도가 높을수록,

충전량이 감소하게 되는데 이를 정리하면 Table 2

와 같다 여기서 충전량은 수소 충전소 디스펜서.

의 질량 유량계에 표시된 값이고 충전에 사용된,

Type 수소 탱크의 수용적은 이다4 72 .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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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Surface temperature of Type 4 tank measured
by IR camera

수소 충전 시 그리고 충전 완료후의, Type 수4

소 탱크 표면의 온도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자

외선 열화상 카메라로 수소 충전 시와 충전 완료

후의 온도분포를 확인하였다 자외선 열화상카메.

라는 사의 모델을 사용하였다NEC PHP100(TWV) .

시험시 주위 온도는 17 였고 초의 충전 시, 225℃

간으로 35 까지 충전하였다MPa .

Fig. 은 자외선 카메라로 측정된 탱크 표면 온8

도 변화를 도시한 것으로 충전 시 엔드 플러그

및 밸브의 온도가 가장 먼저 상승하고 온도도 높

음을 알 수 있다.

충전이 시작되면서 금속으로 된 알루미늄 노즐

양단 이 가장먼저 온도가 상승하였고 그 다음으( ) ,

로 양쪽의 돔 부분이 상승되었다 이는 몸통(dome) .

부분에 비해 돔 부분의 복합재료 층이(cylinder)

얇아 상대적으로 열전달이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

이다.

금속으로 된 노즐 부위는 충전이 시작된 후 약

분 초가 경과된 후 최고온도에 도달하였고2 30 ,

양쪽 돔 부는 약 분 후에 몸통 부는 약 분12 , 16

후에 최고온도에 도달하였다.

충전이 완료된 후에도 탱크 표면의 온도는 계

속해서 상승하는데 처음에는 몸통 돔 노즐부, , ,

등의 온도가 서로 다르게 상승하였으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탱크 전체의 온도가 평형을 이루는

것을 알 수 있다.

결 론4.

본 연구에서는 연료전지자동차의 초경량 복합

재료 수소 탱크에 대한 수소 충전 특성을 파악하

고 충전 조건에 따른 수소 탱크의 안전성을 확,

인하기 위해 플라스틱 라이너를 사용하는 Type 4

수소 탱크와 알루미늄 라이너를 사용하는 Type 3

수소 탱크에 대해 수소 충전 시 수소 탱크 내부,

의 가스 온도 및 압력 변화 라이너 및 복합재료,

층의 온도 변화 등을 측정하여 그 특성을 고찰하

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내용적이 인 수소 탱크에서 주위온도(1) 72 ,ℓ

충전속도 충전압력이 동일할 경우 충전시 발생,

한 압축열의 열방출 속도는 Type 수소 탱크가3

Type 수소 탱크보다 최대 배 빠르다4 1.5 .

내용적이 인 수소 탱크에서 충전속도에(2) 72ℓ

따른 탱크 내부 가스의 온도 상승량은 Type 수3

소 탱크보다 Type 수소 탱크가4 20 정도 높고,℃

충전속도가 빠를수록 증가한다.

내용적이 인(3) 72 Typeℓ 수소 탱크에서 수4

소 충전시 순간적인 가스 온도 상승량은 크지만

수소 가스의 압축열에 의한 라이너 표면의 온도

상승량은 상대적으로 작고 가스 온도 상승량의,

42 이하 이다% .

수소 충전시 수소 가스의 온도를(4) 85 로℃

제한할 경우 내용적이 인72 Typeℓ 수소 탱크4

의 충전속도는 초기온도가 15 일 때, 7.69℃

이하이어야 한다MPa/m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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