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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o apply Sievert’s type apparatus to thermal analysis of hydrogen ab-
sorption materials, the dehydrogenation of LaNi5 system was investigated. As 
the initial wt% of hydrogen was increased from 0.44 to 1.24 wt%, the peak tem-
perature of evolution rate shifted to higher temperature. However, with the initial
wt% of hydrogen higher than 0.95 wt%, the peak temperature of evolution rate 
did not change. As the heating rate was increased, the peak temperature in-
creased; the peak temperatures for heating rates 0.5, 1.0 and 1.5 K/min were 
262.2, 264.1, and 265.9 K respectively. The Sievert’s type automatic apparatus
can be successively applied to the thermal analysis of LaNi5 hydride.

Key words : LaNi5(란타늄 니켈), Thermal analysis(열분석), Volumetric method(부피
법), Hydrogen storage material(수소저장물질), Decomposition(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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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수소저장합금은 아주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수소저장합금을 산업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수소저장용량이 큰 합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New Energy and Industrial 

Technology Development Organization (NEDO) 에서 

2020년까지 9 wt%의 수소저장 용량을 가진 합금을 

개발하고자 하는 목표를 제시하였으나, 아직 부족한 

상태에 있다. 

수소저장합금의 특성은 여러 가지 측정방법이 있

지만, 주로 기존의 pressure-composition-temperature 

(P-C-T) 측정장비를 이용하여 P-C-T 곡선을 측정하

여 기본적인 수소저장합금의 온도, 수소압력과 조성

과의 관계를 알게 된다. 일정 부피 내의 압력 변화를 

측정하는 장비는 일반적으로 Sievert's type 장치로 

불려진다. 이 장치를 이용하여 일정온도에서 수소저

장합금의 특성을 조사한다. 이 외에도 열분석 장치

로써 TGA1,2), DSC3,4), TDS5,6)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러한 장치들은 각각의 특성을 갖고 있으나 시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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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reaction vessel for a low temperature (a) connection 
port, (b) isothermal vessel, (c) sample tube, (d) RTD sensor 
connection port, (e) heat media  outlet

Fig. 2. Thermostatic circulator for constant heating rate

수소를 저장한 후, 공기 중에 시료를 노출시켜야 하

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Sievert's type 장치를 사용하여 수소를 저장한 후, 시

료를 공기 중에 노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TDS 장

치처럼 열분석도 가능함을 보이기 위해서 수동과 자

동 Sievert's type 장치를 사용하여 Mg7) 수소화합물

을 열분석하여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 결과, 수

동과 자동장치의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고온용 

재료인 Mg, Mg (BH4)2
8), hydriding chemical vapor 

deposition (HCVD) MgH2
9), Mg2Ni10), Mg-13.5 wt% 

Ni 합금11)의 수소화합물 등 주로 고온용 수소저장 

합금의 특성을 개발된 장치를 이용하여 연구하였다. 

그 결과, Sievert's type 장치를 사용한 열분석 방법이 

수소저장합금의 특성을 조사하는 데 유용함을 확인

하였다. 본 열분석 장치를 이용하여 수소화합물을 

분해할 경우, 수소 방출속도가 최대가 되는 peak의 

개수 등을 통하여 수소저장합금 내의 수소의 occu-

pation site의 종류를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그

래서 저온용 수소저장합금에서도 이 장치를 이용하

여 수소 저장 합금의 열분석이 가능한지를 조사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저온용 합금의 수소화합

물은 낮은 온도에서 분해하기 때문에 고온에서 사용

되는 장치를 개조하여 저온 열분석이 가능한지를 조

사하는 것이 본 실험의 목적이다. 

그러므로 대표적인 저온용 수소저장합금인 LaNi5 

합금으로 만든 LaNi5 수소화합물을 본 장치에 사용

하여 열분석이 가능한지를 조사하였다.  

2. 실 험

2.1 저온용 수소저장합금의 linear heating system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재료는 Sigma-Aldrich 회사에

서 구입한 LaNi5를 사용하였고 열분석 실험을 하기 전

에 재료를 충분히 활성화시킨 후 실험을 행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P-C-T 장치는 고온용 수소저장합금

의 특성을 조사하는 기본적인 장치에 저온에서 일정

한 속도로 반응관을 가열하기 위해서 반응관 주위 시

스템을 개조하였고, 그 구조를 Fig. 1에 나타내었다. 

Fig. 2에는 가열/냉각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저온

용 순환항온기(Zeotech, RW-0525G, Korea)를 나타

내었다. 

이를 통해 열매체가 항온용기 내부로 순환되도

록 하여 반응관의 온도를 제어하였다. 항온용기 내

부의 온도는 별도의 RTD 온도 센서를 장착하여 측

정하였다. 저온용 순환용기는 –25℃-150℃까지 사

용이 가능하지만, 가열/냉각 속도를 일정하게 제어

할 수 없기 때문에, 좁은 범위 내에서 가열/냉각 속

도를 정확히 제어하기 위해 별도의 온도제어기를 

설치하였다. 이 온도제어기는 본장치의 본체와 연동

하여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하였

다. 저온용 열분석 실험을 위한 온도 범위는 –20℃
-80℃로 설정하였다. 이 실험 온도 범위에 적합한 

열매체는 사용 온도가 비슷한 자동차 부동액을 선

택하였다. 순환항온조에서 항온용기로 열매체가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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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rmal Analysis apparatus for low temperature hy-
drogen storage alloy (a) main P-C-T apparatus, (b) thermo-
static circulator for internal temperature control, (c) thermo-
static circulator for reactor temperature control, (d) a reaction 
vessel for a low temperature, (e) RTD temperature sensor, (f) 
Inline filter, (g) reaction vessel for a low temperature

Time (min)

0 20 40 60 80 100 120 140

T
em

p
er

at
u

re
 (

K
)

260

280

300

320

0.5 K/min_circulator 
0.5 K/min_reactor 
1.0 K/min_circulator 
1.0 K/min_reactor 
1.5 K/min_circulator 
1.5 K/min_reactor 

Fig. 4. Temperature change of the reactor and the  thermo-
static circulator by various heating rates

환할 때 열손실을 최소화하도록 이송라인에 단열

재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실험장치 전체를 Fig. 3에 

나타내었다. 

수소저장을 위한 실험에서는 장치 내부, 반응관 

그리고 주변 환경의 온도조절이 매우 중요하다. 온

도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순환항온조(b)를 

이용하여 장치 본체(a)에 일정온도의 물을 순환시켜 

장치 내부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였다. 반응관 

주위(d)의 온도 제어는 별도의 온도제어기를 설치한 

순환항온조(c)를 이용하였다. 반응관(d)에는 실험 중 

시료의 비산으로 인한 밸브와 압력센서 등이 설치되

어 있는 시스템의 오염을 막기 위해 인라인 필터(f)

를 설치하였다. 수소 흡수/방출을 위한 압력과 온도

는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제어되도록 하였다. 분석에 

필요한 온도, 압력 등 모든 데이터는 자동으로 컴퓨

터에 저장하도록 프로그램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일정 가열속도에 따른 반응용기의 온도 변화 

저온용 순환항온기를 일정 속도로 가열하였을 때 

반응관의 온도 변화를 Fig. 4에 나타내었다. 장치 본

체의 운전과 순환항온기를 컴퓨터에서 각각 독립적

으로 제어를 한 결과이다. 시스템 내부 압력값의 변

화가 있을 때 본체의 밸브들을 빠르게 조작하고 데

이터 수집 또한 빠르게 하기 위해서였다. 순환항온

기의 온도는 독립적으로 제어를 하기 때문에 컴퓨

터에서 디지털 값으로 받아들이고, 반응용기의 온

도는 장치 본체의 제어기의 아날로그 신호를 컴퓨

터에서 받아들였다. Fig. 4에서 반응용기의 온도 변

화는 순환 항온기의 온도와 조금 편차를 보이지만 

좋은 직선성을 나타내고 있다. 즉 일정한 가열속도

임을 나타내고 있다. 

반응용기와 순환 항온기의 약간의 온도 차이는 아

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값으로 변환하는 과정 중에 

생기는 오차와 독립적인 제어 때문이라고 생각된

다. 반응용기와 순환 항온기의 온도가 조금 편차를 

보이지만 반응관의 온도가 직선성에 벗어나지 않

으므로 열분석 실험을 하는 데 문제가 되지는 않음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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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xample of experimental data collection during ther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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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Pressure change during thermal analysis of LaNi5 hy-
dride at a speed of 0.5 K/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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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Pressure change during thermal analysis of LaNi5 hy-
dride at a speed of 1.0 K/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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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Pressure change during thermal analysis of LaNi5 hy-
dride at a speed of 1.5 K/min 

3.2 열분석을 위한 데이터 수집 

LaNi5 시료에 수소가 흡수된 후, 일정 속도로 반

응관이 가열될 때, 수소가 방출되는데 이때 여러 가

지 데이터가 수집되는 모습의 예를 Fig. 5에 나타내

었다. 293 K에서 수소를 흡수시킨 후, 반응용기의 

온도를 253 K에서 333K까지 가열하면 수소가 방출

된다. 수소가 방출될 때 시간, 온도와 압력의 변화를 

Fig. 5에 나타낸 것이다. 모든 데이터는 미리 설정한 

저장 간격으로 컴퓨터에 저장하게 된다. 일정한 속

도로 가열될 때 반응용기의 온도 증가에 따라 수소 

방출속도가 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2 여러 가지 가열속도에 따른 LaNi5 수소화합물의  

열분석 결과

LaNi5의 수소화합물을 0.5, 1.0, 1.5 K/min의 일정 

속도로 가열하여 얻어진 데이터들을 Fig. 6-8에 나

타내었다. 온도가 303 K에 도달하면 수소방출은 거

의 완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세 가지 가열속도 중 

가장 빠른 1.5 K/min의 일정 속도로 가열하였을 경

우, 즉 Fig. 8의 경우, 온도가 303 K 이상에서부터는 

가열속도가 직선상에서 벗어났고 338 K부터는 온도

가 일정하게 유지되었지만,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온도에서는 이미 더 이상 의미 있는 수소의 

방출이 없기 때문에 실험 결과에 조금도 영향을 미

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Fig. 6-8의 결과로부터 수소 방출속도로 환산하여 

그 결과를 Fig. 9에 나타내었다. 이때 결과 해석과 

최대 방출속도를 보이는 온도를 잘 구분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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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Thermal desorption spectra of LaNi5 hydride at various 
heating rates

Table 1. Peak temperature of two peaks with various heating 
rate

Linear heating 
rate (K/min)

First peak 
temperature (K)

Second peak 
temperature (K)

0.5 253.1 262.5

1.0 253.0 264.1

1.5 253.0 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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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Thermal desorption spectra of LaNi5 hydride for vari-
ous initial wt% hydride at a constant heating rate (1 K/min)

Origin 소프트웨어의 Adjacent-averaging tool을 이용

하여 데이터를 smoothing8)하였다.  

Fig. 9의 결과에서 보이는 2개의 peak이 발생하는 

온도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가열속도에 따라 수소 방출속도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열속도가 0.5, 1, 1.5 K/min인 경

우, 첫 번째 peak 온도는 가열속도와 상관없이 253 

K로 거의 고정되어 있고 또한, 방출량이 매우 적어

서 특정 사이트에서 나오는 peak로 구분하기가 어려

웠다. 특정 사이트에서 나오는 peak이라면 두 번째 

peak처럼 가열속도가 빨라질수록 peak temperature 

가 함께 증가해야 하는데 증가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가열 초기에 흡착된 것이 방출되거나 다

음 3.3절에서 설명한 것처럼 결합력이 매우 약한 oc-

cupation site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앞선 연구

자들이 LaNi5의 occupation site를 neutron scattering

으로 조사한 결과12,13) 수소의 occupation site는 2종

류 이상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LaNi5 수소화합

물은 오직 1개의 plateau pressure를 나타낸다. 그 이

유는 각 site에 수소가 occupation할 경우 서로 비슷

한 에너지를 나타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이 

때문에 열분석 시에도 뚜렷하게 다른 온도에서 peak

이 나타나지는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다음 

연구에서는 더 낮은 온도에서 상온이상까지 가열할 

수 있는 매개체를 찾아서 열분석을 행할 수 있다면, 

첫 번째 peak의 현상을 더욱 분명하게 규명할 수 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 두 번째 peak 온도는 가열속도

가 0.5, 1, 1.5 K/min인 경우 667, 683, 690 K로 가열

속도에 따라 증가되는 고온용 수소저장합금에서 나

타나는 일반적인 현상과 동일함을 알 수 있었다.  

3.3 초기 흡수량이 다른 LaNi5 수소화합물의 열분석 

결과

초기 흡수량이 0.44-1.24 wt%인 LaNi5 수소화합

물을 1.0 K/min의 가열속도로 253 K에서 333 K까지 

가열하였을 때의 수소 방출속도를 Fig. 10에 나타내었

다. 그리고 가열속도에 따른 peak의 온도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초기 흡수량이 0.44로 적은 경우에는 첫 번째 

peak을 형성하는 수소량이 제법 많았으나, 초기 흡

수량이 증가하면 첫 번째 peak를 형성하는 수소량은 

매우 적어졌다. 이것은 첫 번째 peak를 형성하는 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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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eak temperature of two peaks with various initial wt%

Content 
(wt%)

First peak 
temperature (K)

Second peak 
temperature (K)

0.44 253.5 262.3

0.57 253.9 262.5

0.7 254.1 262.8

0.83 253.8 263.7

0.95 253.9 264.1

1.06 253.8 264.1

1.24 253.0 264.1

cupation site의 결합에너지가 매우 적어서 두 번째 

peak를 형성하는 occupation site에 수소가 많이 들어 

갈수록 첫 번째 peak를 형성하는 occupation site에 

들어가기 어려워진 것으로 추정된다. 

Table 2에서 알 수 있듯이, 같은 가열속도로 수소

를 방출시켰지만, 수소흡수량이 많아지면 두 번째 

peak temperature는 특정온도에서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고온용 Mg 계통의 합금

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즉 이 현상은 

열분석으로 수소 방출을 시작하기 전에, 수소 흡수 

시에 형성된 고용체의 상(α)과 수소 화합물상(β)의 

morphology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α/β con-

tinuous interface boundary가 형성되기 전과 형성된 

후의 방출로 설명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참

고문헌12,13)에 나타나 있다.   

4. 결 론

부피법을 이용한 고온용 P-C-T 측정장치를 개조

하여 저온용 수소저장합금인 LaNi5 수소화합물을 

열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개조된 P-C-T 측정장치를 이용하여 저온용 수

소저장 합금을 열분석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LaNi5 수소화합물을 열분석하여 나오는 첫 번

째 peak의 원인은 분명하지 않으나, 초기 흡수량이 

증가함에 따라 두 번째 peak 온도는 증가하다가 고

정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충분히 흡수된 LaNi5 

수소화합물을 0.5, 1, 1.5 K/min 의 속도로 가열하였

을 때 두 번째 peak 온도는  667, 683, 690 K에서 형

성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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