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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sosteric heat of hydrogen adsorption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parameters required to describe solid-state

hydrogen storage systems. Typically, it is calculated from adsorption isotherms measured at 77K (liquid N2) and 87K (liquid

Ar). This simple calculation, however, results in a high degree of uncertainty due to the small temperature range. Therefore,

the original Sievert type setup is upgraded using a heating and cooling device to regulate the wide sample temperature. This

upgraded setup allows a wide temperature range for isotherms (77K ~ 117K) providing a minimized uncertainty (error) of

measurement for adsorption enthalpy calculation and yielding reliable results. To this end, we measure the isosteric heats of

hydrogen adsorption of two prototypical samples: activated carbon and metal-organic frameworks (e.g. MIL-53), and compared

the small temperature range (77~87K) to the wide one (77K ~ 117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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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비표면적이 넓은 다공성 물질을 이용한 물리적 수소저

장 방식의 경우 약한 반데르발스 힘(Van der Waals in-

teraction energy)에 의존하기 때문에 보통 극저온 온도

(액체질소온도, 77K)에서 구현되고 있다. 이러한 재료기

반 저온 수소저장 방식은 부피법(volumetric) 또는 중량

법(gravimetric)을 이용하여 흡착량을 구하고 있다.1) 중량

법의 경우, 정해진 온도/압력에서 유입된 수소의 흡착으

로 발생되는 미소 무게 변화를 감지하여 측정하는 방식

이다. 소량의 시료에도 높은 정밀도를 가지고 있으나, 장

치가 진동과 충격에 매우 민감하며 고압으로 갈수록 부

력을 정밀하게 보정해야 하는 복잡성이 존재하고 있다. 이

러한(장비 제작 및 측정의 복잡성) 문제로, 상대적으로

측정이 쉬운 부피법(Sievert 장치)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

다. 부피법은 헬륨(He)을 사용하여 시료의 부피를 자동

측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동일 온도에서 유입된 수소에

의한 압력 변화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장비 제작의 편

리성과 측정 방식의 간편성 때문에 많이 사용되고 있으

나, 일반화된 분석방법 설정이 되지 않아 측정하는 연

구실마다 고압에서 결과 값의 차이가 존재하는 문제점

이 보이기도 한다.2) 최근 부피법을 이용한 수소 측정량

의 재현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3,4)

극저온에서의 수소 흡착 거동은 온도 및 압력의 변화

에 따라 복합적으로 나타나며, 흡착되는 일정량에 따라

수소 흡착열이 결정 된다. 이러한 흡착열은 흡착 공정

의 특성화와 최적화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

항의 하나이며, 특히 흡착열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효

율적인 수소저장 장치의 공정 및 설계를 위해서도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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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부분이 된다. 

현재 수소의 등량 흡착열(isosteric heat of adsorption)

을 측정하려면 부피법을 이용하여 77K(액체 질소)와 87K

(액체 아르곤)의 두 등온 상태 흡착량을 통해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온도 차가 불과 10K 뿐이며 2

개 포인트만을 사용하여 구하는 등량흡착열의 경우 오차

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 계산 값의 신뢰도가 상대적으

로 낮아질 확률이 생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피

법을 사용하여 보다 다양한 범위의 압력과 온도 조건을

사용하여 오차를 최소화 하며, 측정값의 신뢰도를 높이

는, 기초적인 측정 방식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2. 실험 방법

2.1 등량 흡착열(isosteric heat of adsorption) 해석

물리적 수소 흡착은 일반적으로 발열 반응이며, 흡착

에 의해 발생되는 열을 등량 흡착열 또는 흡착 엔탈피

라고 한다. 극저온 수소저장에서는 이러한 흡착열 계산

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 이는 저압에서의 수소

흡착거동이 흡착열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Fig. 1은 수소 흡착열을 구하는 일반적인 실험 흐름도

를 나타내고 있다. 우선, 다공성 물질에 흡착된 전체 수

소 잉여(excess) 흡착량을 측정하고, 잉여 흡착량을 기준

으로 절대(Absolute) 흡착량을 구한다.3) 이를 가지고, 수

소의 등량흡착열은 Clausius-Clapeyron식을 이용하여 구

할 수 있다. 

(1)

R은 기체상수, p는 평형기체압력, ΔH 흡착엔탈피가 된다.

Clausius-Clapeyron식은 T1에서의 엔탈피와 p1을 알고

있다면, T2에서의 p2 값 측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뜻하며,

이는 곧 식(1)을 적분함으로써 등량흡착열을 계산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적분을 통해 표면 덮임(θ)에 따

른 물리적 흡착열을 얻는 방식을 Van’t Hoff 식이라 하

며 식(2)와 같이 표현한다.5)

(2)

따라서 다양한 범위의 압력과 온도 조건에서 측정한

Isotherms 값을 식2에 적용하면 보다 정확한 흡착열 계

산이 가능해 진다.

2.2 실험 장치의 구성

일반적으로 77K, 87K에서의 Isotherms 측정은 시료 용

기를 액체질소 또는 액체 아르곤 속에 넣고 측정을 한

다. 하지만 다양한 범위의 압력과 온도 조건에서 Isotherms

을 측정하려면, 온도 조절이 가능하도록 장비 성능을 개

선해야 한다. 주의할 부분은 부피법을 이용한 수소 흡

착량 계산 시, 상온의 축압 용기와 저온의 시료용기에

서의 온도 구배 보정이 필수적이라는 점이다. 수소 흡

착량 측정 기본원리와 온도 구배 보정에 대한 자세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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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xperimental schemes of determining the isosteric heat of

adsorption.

Fig. 2. Schematic system of the upgraded PCTPro2000 micro-doser (MD) for cooling system. a) device body for Volumetric measurement.

b) Cooling system for temperatures above 87K where the sample container is enclosed by a copper block (orange) and partially sank in

the liquid nitrogen. The liquid nitrogen level is constantly controlled by automatic liquid N2 refill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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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은 ref.3)에 자세히 나와 있다. 

Fig. 2는 본 실험에서 사용한 상용 실험장치(PCTPro,

Setaram) 구성을 타나 내고 있으며, 본체는 터보 펌프,

환기부, 시료 용기, 기체 주입부로 구성(Fig. 2a)되어 있

다. 온도 조절을 위해서 저온 시료 용기를 heating elem-

ents와 thermocouple로 감싸진 copper block에 연결(Fig.

2b)하였다. copper block에 연결된 finger의 일부만을 액

체 질소에 잠기게 함으로써 contact cooling에 의한 온도

제어가 가능 하였다. 정밀한 온도제어 및 흡착량의 오

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액체 질소의 수면을 일정하

게 유지시켜줘야 하므로, 액체질소 공급 통을 설치하고

레벨 센서를 사용하여 수면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었다. 

온도조절장비 설치가 완료 후, 온도에 대한 calibration

을 실시하였다. Fig. 3에서 보이듯이, 액체질소, 액체 아

르곤, 드라이아이스, 얼음, 끓는 물 등을 이용하여 정확

한 온도 보정을 실시하였다. 여러 기체의 액화 온도를 기

준으로 Polynomial 4th order fitting을 하였으며, fitting값

을 통해 77K에서 상온까지의 온도 보정이 가능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 4는 성능이 개선된 장비를 활용, 다양한 범위의

압력(~20 bar)과 온도(77K ~ 117K)에서 활성탄(activated

carbon)의 수소 흡착 Isotherm을 측정한 결과 값이다. 액

체질소 온도, 20 bar에서 최대 수소 흡착량은 약 5 wt%

였으며 수소의 흡착(closed symbol)과 탈착(open symbol)

이 가역적이었다. 온도를 10K씩 높일수록 최대 흡착량

은 비례해서 낮아짐을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 액체 아

르곤을 사용 했을 경우와 액체질소에서 heating device

를 사용했을 경우 얻어진 수소 흡착량이 거의 같음을 보

여줌으로써(온도조절이 가능하게) 성능이 개선된 장비가

유효함을 알 수 있었다. 다양한 온도에서 얻어진 iso-

therms (Fig. 4)을 가지고 활성탄에 흡착되는 수소의 등

량 흡착열을 계산 할 수 있다. 

Fig. 5는 수소의 등량 흡착량을 구하는 방식을 보여주

고 있다. 탄소 기반 비정질 다공성 물질뿐만 아니라, 결

정성을 가지면서 flexibility까지 존재하는 금속-유기 골격

체(MOFs)도 함께 측정하여 비교 하였다. 여기서 사용된

MOF는 MIL-53로서 구조의 flexibility가 존재하는 시료

이다. Fig. 5a와 5d는 각각의 수소 흡착량을 보여주고 있

다. 두 시료 모두 IUPAC(국제 순수.응용 화학 연합)에서

정한 Type I Isotherm 흡착 형태를 보이고 있다. 흡착 곡

선을 보면 MOFs가 좀 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수소와 다공성 물질 간의 상호 반응이

MOFs가 carbon보다 좀 더 크다는 것을 의미 한다. 

등량 흡착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정해진(absolute)흡착

량에 도달하기 위한 온도별 압력을 log스케일로 표현(Fig.

5a에서 점선)하고 이를 온도의 역수(1/T)로 도시화(plotting)

해야 한다(Fig. 5b와 5e). 이는 위에서 언급한 Van’t Hoff

식을 표현한 것이며, 각 포인트를 linear fitting 하여 얻

어지는 기울기 값은 등량 흡착량과 비례하게 된다. 결과

적으로 이렇게 얻게 되는 기울기 값에 기체상수(8.314472

J·K−1·mol−1)를 곱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수소의 등량 흡

착량이 얻어지게 된다. 

Fig. 5c와 5f는 각 시료에서 액체질소 및 액체 아르곤

만 사용하여(2 points) 측정한 등량 흡착량과 heating

device를 사용하여 117K까지(5 points) 측정한 등량 흡

착량 값을 비교한 것이다. 활성탄의 경우 초기 흡착양에

서 약간의 편차가 존재하였고, 그 이후에는 2 points와 5

Fig. 3. Temperature sensor calibration by measuring liquid N2,

liquid Ar, dry ice, ice and boiling water; Display T is initial setting

temperature of the device and Real T is the actual temperature from

liquid N2, liquid Ar, dry ice, ice and boiling water. The red line

is the polynomial 4th order fit of calibration.

Fig. 4. Hydrogen adsorption isotherm by activated carbon at 77K

~ 117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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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s를 이용하여 측정한 측정값에서의 차이는 거의 없

었다. 하지만 결정성과 flexibility를 가지는 MIL-53의 경

우 전 구간에서 차이가 존재 했으며 특히, 초기 흡착시

에는 최대 10 %까지도 등량 흡착량의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이렇듯 초기 흡착량에서 차이를 많이 보이는

이유는 77K, 87K에서의 물리적 흡착은 매우 빠르고 급

격하게 진행되므로 약간의 압력 변화에도 흡착량이 급

격하게 차이를 보이게 되며, 그 결과 측정 환경의 미소

변화에도 큰 오차가 발생되기 쉽기 때문이다. 특히, 구

조의 특수성(결정성, flexibility)을 가진 시료의 경우 이

러한 차이가 더 크게 발생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

밀하고 정확한 등량 흡착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온도(더 넓은 온도 범위)에서 측정된 흡착량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부피법을 이용하여 활성탄과 금속-유기

골격체의 등량 흡착량을 구하는 법에 대하여 논의 하였

다. 이를 위하여 온도 조절이 가능하도록 장비 성능을

Fig. 5. Determination of the isosteric heat of adsorption; the fully reversible absolute hydrogen uptake isotherms in a) activated carbon

and d) MOFs at temperatures between 77K and 117K, b) and e) ln(P) versus 1/T plot at each samples, c) and f) the isosteric heat of

adsorption comparison between 2 points and 5 point measurements shown as a function of the surface coverage normalized to saturation

up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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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하고 다양한 액화 기체 및 물의 상태변화 온도를 측

정하여 온도 보정을 실시하였다. 액체 아르곤과 heating

device를 이용하여 측정된 87K 등온 수소 흡착 곡선이 일

치함을 확인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등온하에서의 수소 흡착량을 측정하고,

Van’t Hoff 식을 이용하여 등량 흡착량을 계산하였다. 결

과적으로 두 온도 포인트(77K LN2, 87K Ar) 만을 활

용한 계산값보다 다양한 온도(heating device 활용)에서

측정한 등량흡착계산이 보다 정교한 값(특히 초기 흡착

에서)을 나타낸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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