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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analysis of temperature behavior of a hydrogen tank during refu-
eling is of significance to clarify the safety of the compressed hydrogen storage 
in vehicles since the temperature at a tank rises with inflow of hydrogen. A mass
balance and an energy balance were combined to obtain analytical model for 
temperature change during the hydrogen refueling. The equation was coupled to
Peng-Robinson-Gasem (PRG) equation of state (EOS) for hydrogen. The PRG EOS 
was adopted after comparison with other four different cubic EOSs. A parameter
of the model was determined to fit data from experiments of various inlet flow 
rates and temperatures. The temperature and pressure change with refueling 
time were obtained by the developed model. The calculation results revealed 
that the extent of precooling was more effective than the flow rate control. 

Key words : Hydrogen refueling simulation(수소 충전 모사), Equation of state(상태
방정식), SOC calculation (SOC 계산), Hydrogen tank temperature(수소
탱크 온도), Hydrogen tank pressure(수소 탱크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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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신에너지로 분류되는 수소에너지는 온실가스 배

출이 없고 높은 변환 효율로 인하여 친환경 에너지

로 주목받고 있다. 수소는 전기와 유사하게 1차 에너

지원으로부터 얻어지는 2차 에너지원이지만 물, 유

기물 등과 같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화합물로

부터 제조할 수 있어 지역적으로 편중되지 않은 자

원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생산되는 

에너지원이다. 

현재 글로벌 수소 생산량의 약 96%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열화학적 방법에 의한 것이지만 궁극적으

로는 수소에너지 기술의 활용을 위하여 태양광, 풍력 

등과 같은 재생에너지 전력을 기반으로 하는 수소의 

생산
1,2)

과 대용량 장기 에너지 저장기술의 활용이 모

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존량의 한계에 있는 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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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새로운 에너지원

으로서의 가능성이 수소에너지 연구 개발과 상업화

를 추진하는 동기가 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수소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이 활

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3) 최근 국내에서는 ‘수소차’와 

‘연료전지’를 두 축으로 수소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정책 비전이 제시되었다. 정부가 제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르면 2040년까지 내수 290만대

를 포함한 620만대의 수소차 생산을 목표로 하는 수

소 모빌리티 분야가 수소경제 활성화에 핵심적인 역

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저장 측면에서 수소에너지는 전기에너지와 비교

하여 무게 당 저장된 에너지의 밀도가 높고 짧은 충

전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에 수소차는 전기차와 비교

하여 장점이 있다
4).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

르면 수소차로는 승용차, 버스, 택시 등 다양한 종류

의 차종이 고려되고 있으나 계획된 생산량 대부분인 

590만대는 승용차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승용

차에 대한 연구 개발이 수소차 상용화를 선도할 것

으로 예상된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승용 내연기관 경량 차량(light-

duty vehicle)의 주행거리는 약 275-600 mile 범위에 

있으며 평균 주행거리는 약 400 mile 정도이다. 연료

전지 수소차 역시 이 정도 주행거리를 제공해야 상

업적으로 가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량 

차량의 경우 수소 1 kg으로 대략 60 mile 정도 운행

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쟁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5-7 kg 

정도의 수소가 차에 충전될 수 있어야 한다. 수소를 

기체로 저장하는 경우 부피당 에너지 밀도가 낮은 

특성으로 인하여 5-7 kg의 수소를 차량에 보관하기 

위해서는 높은 압력이 요구되어 현재는 35 MPa 또

는 70 MPa의 고압 조건으로 수소가 차량에 충전되

고 있다
5).

고압의 기체 수소가 충전소로부터 수소차의 수소 

저장 탱크 내로 도입되면 탱크 내 기체는 압축되고 

온도가 상승하게 된다. 그러나 70 MPa의 수소 저장

을 위하여 사용되는 Type IV의 저장 탱크의 라이너

인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의 성능 저하를 막기 

위하여 과정 중 온도는 –40~85°C에서 안정적으로 유

지되어야 한다
6,7). 충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도 상승

에 대비하여 탱크의 온도를 일정 범위 내에서 유지

시키기 위하여 수소의 온도는 미리 낮추고 유량을 

일정 수준 이하로 조절하게 된다
8,9). 

수소차의 충전시 발생하는 온도 상승을 포함하여 

수소 기체의 이송과 압축 등의 물리적 변화에 따른 

온도와 부피의 변화 거동은 기체의 상태방정식(equation 

of state, EOS)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 가장 간단한 

상태방정식은 이상기체(ideal gas) 상태방정식으로 저

압 고온 조건에서 기체의 거동을 비교적 잘 모사하

고 있다. 그러나 수소 충전과 같이 고압 공정의 경우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을 적용하는 것은 큰 오차를 유

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실제기체(real gas) 상태방정

식을 사용해야 한다. 

기체는 분자들 사이의 인력 특성에 따라 극성, 비

극성 기체로 구분되며 고압 수소 기체는 대칭형 분

자의 형상에 의하여 비극성 기체로 간주된다. 비극성 

기체에 대하여 다양한 종류의 실제기체 상태방정식

이 개발되었으며 공학적으로는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의 변형으로 만들어진 3차 상태방정식(cubic EOS)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3차 상태방정식은 

기체의 임계 물성으로부터 추산할 수 있는 두 개의 

매개변수를 도입하여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에 수정을 

가하며 비교적 단순한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용 공정모사기에 내장되어 물리적 공정과 화학적 

공정 모사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압 조건에서 수소 충전 거동을 

모사하기 위하여 van der Waals 상태방정식을 포함

하는 다양한 3차 상태방정식을 비교하여 실제 실험 

데이터와 오차가 가장 적은 상태방정식을 선정하였

다. 선정된 상태방정식을 이용하여 수소 탱크 충전시 

도입 온도와 유량에 따른 수소 충전 상태(state of 

charge, SOC) 변화에 대한 실험 결과를 모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탱크에서 외부로의 열전달 계수를 추

산하였으며 수소 탱크의 온도 및 압력 변화를 계산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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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소 기체 상태방정식

2.1 3차 상태방정식(cubic EOS)

가장 대표적인 3차 상태방정식은 식 (1)로 표현되

는 van der Waals 상태방정식(vdW EOS)이다. 이 상

태방정식은 실제기체의 거동을 추산하기 위하여 분

자들의 부피와 분자 사이에 상호작용하는 인력을 고

려한 것으로 기체뿐만 아니라 액체에도 적용될 수 

있다.

  


 


         (1)

위 식에서 R은 기체상수이며 매개변수 a와 b는 유

체의 임계 물성들인 임계압력(Pc), 임계온도(Tc)로부

터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2)

 


         (3)

1949년 Redlich와 Kwong은 vdW EOS보다 순수

성분 유체의 증기압 추산과 밀도 계산에 개선된 상

태방정식을 식 (4)와 같이 제시하였다.

  





         (4)

이 때 사용되는 a와 b는 각각 식 (5)와 식 (6)으로 

계산되며 Redlich-Kwong 상태방정식(RK EOS)으로

부터 계산된 액체의 밀도와 증기압은 vdW EOS에 

계산된 결과와 비교하여 정확하다는 것이 알려져 있

다.

  

 


         (5)

  


         (6)

매개변수 a의 온도에 대한 적절한 의존성은 정확

한 유체의 증기압 추산에 필수적인 부분이다. 순수성

분의 증기압 추산을 개선하기 위하여 순수성분의 끓

는점, 분자량, 극성 등의 특성을 포괄적으로 나타내

주는 인자로 이심인자( , acentric factor)가 제안되었

다. 이후 매개변수 a의 온도 의존성에 이를 도입하여 

RK EOS가 수정된 Soave-Redlich-Kwong 상태방정

식(SRK EOS) 식 (7)이 개발되었다. SRK EOS에서 a는 

식 (8)로 주어지며 b는 식 (6)을 사용하여 계산된다.

  





         (7)

  

 


×     

     ×  


       (8)

RK EOS와 SRK EOS는 액체의 밀도를 정확하게 

계산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

해 Peng-Robinson 상태방정식(PR EOS)이 제안되었

다. PR EOS에서 압력은 식 (9)를 이용하여 계산되며 

이때 필요한 매개변수들인 a와 b는 각각 식 (10)과 

(11)로 제시된다.

  


   


       (9)

  

 


   

      


       (10)

  


        (11)

최근에는 PR EOS의 매개변수 a의 온도 의존성을 

변경하여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들이 개발되었

다. 그중 하나로 제안된 Peng-Robinson-Gasem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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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alculation results of PRG EOS for hydrogen specific 
volume

방정식은 PR EOS에서 a에 대한 온도 의존성을 식 

(12)로 수정한 것으로 임계점 이상에서도 탄화수소

류의 거동을 잘 모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p

 

 
    × 

 
   

     (12)

2.2 수소 기체 거동 모사

수소차에 충전되는 수소의 허용 압력은 저장 압력

의 125%로 70 MPa의 저장용기에는 87.5 MPa이 제

한 압력이 된다. 이와 같이 높은 압력 조건에서는 이

상기체 상태방정식은 적용될 수 없으며 수소 기체의 

충전 과정에서 온도-압력-부피 거동 변화를 모사하

기 위해서는 앞서 정리된 3차 상태방정식과 같이 복

잡한 수식이 사용되어야 한다.

3차 상태방정식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a와 b의 

두 매개변수들이 필요하며 이들 a와 b는 유체의 임

계 조건에서의 온도와 압력 그리고 이심인자로부터 

결정된다. 수소 분자의 임계 온도와 임계 압력은 노

르말(normal)과 파라(para) 상태에 따라 다른 값을 나

타내고 있다. 파라 수소의 경우 임계 온도는 32.976 K, 

임계 압력은 1.2928 MPa로 알려져 있으며
10-13) 노르

말 수소의 경우 이 값들은 각각 33.18 K과 1.315 MPa

로 보고되어 있다
14-16).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최근 

자료들이 수집 정리된 문헌
17)

의 값들인 임계 온도 

33.25 K, 임계 압력 1.297 MPa, 이심인자 –0.216을 

사용하여 3차 상태방정식들로부터 수소의 밀도를 계

산하였다. 또한 상태방정식들로부터 계산된 수소 밀

도를 수소 충전 조건 영역에서의 실험 데이터
18)

와 비

교하여 상태방정식들의 정확도를 검토하였다.

3차 상태방정식들을 이용하여 압력 범위 0.1-100 MPa, 

온도 범위 233-353 K에서 수소 기체의 밀도를 계산

하여 실험값과 비교하였다. Fig. 1에서 보인 것과 같

이 저압(< 5 MPa) 영역에서는 5개의 상태방정식 모

두 1% 이내의 오차를 보이고 있으나 압력이 높아짐

에 따라 오차는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 SRK와 PRG EOS의 정확도가 다른 상태방정식

보다 우수한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고압(> 70 MPa) 

영역에서는 PRG EOS가 가장 정확한 것으로 계산되

었다. 전체 오차는 PRG가 1.271%로 SRK의 1.269%

와 유사하였으나 수소 충전압 이상에서는 PRG의 오

차(1.970% @ 70 MPa, 1.347% @ 100 MPa)가 SRK

의 오차(2.391% @ 70 MPa, 3.953% @ 100 MPa)보

다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

서는 PRG EOS를 사용하여 계산을 수행하였다.

PRG EOS와 문헌 데이터
18)

의 비교는 Fig. 2에 나

타내었다. 넓은 압력 범위에서 실험 데이터를 잘 모

사하고 있으며 앞서 언급된 오차 수준으로 질량 당 

부피를 작게 계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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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mpressibility factor of hydrogen calculated by PRG 
EOS

PRG EOS를 이용하여 계산된 이상기체로부터의 

차이를 표시하는 압축인자(compressibility factor)는 

Fig. 3에 도시하였다. 압력이 높아지고 온도가 낮아

짐에 따라 이상기체에서부터 벗어나는 정도가 커지

고 있으며 계산 범위에서 압축인자는 최대 1.77 (@ 

233 K, 100 MPa)로 추산되어 이상기체 거동으로부

터 상당히 벗어나 있음을 알 수 있다.

3. 수소 충전 모사

3.1 수소 충전 모델

수소 충전을 모사하기 위한 모델은 물질수지와 에

너지수지에 기반한다
19). 수소차 내에 수소를 저장하

는 탱크를 대상부피로 하였을 때 물질수지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13)

위 식에서 은 탱크 내 수소의 질량을 의미하며 

과 은 각각 유입 질량 유량과 유출 질량 유

량을 나타낸다. 수소 탱크가 충전되는 상황에서 

은 0이 된다.

탱크에 유입되거나 유출되는 흐름의 운동에너지

와 위치에너지를 무시할 때 에너지 수지는 다음 식

으로 주어진다.




  
          (14)

와 는 각각 단위 질량당 내부에너지와 엔탈피

를 나타내며 는 열출입 속도를 의미한다. 식 (14) 

역시 물질수지와 마찬가지로 탱크가 충전되는 상황

에서는 유출되는 흐름에 의한 에너지 변화는 고려할 

필요가 없게 된다.

충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출입은 탱크 내부에서

는 수소 유체의 강제 대류에 의한 열전달, 탱크 벽면

에서는 전도에 의한 열전달, 탱크 외부로는 자연 대

류에 의한 열전달의 세 단계로 진행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각각을 나누어 고려하지 않고 전

체 벽면을 가로지르는 온도차에 대하여 총괄 열전달 

계수 를 사용하여 열전달 양을 수식으로 표현한다. 

이때, 대류 열전달 계수와 탱크 열전도도가 온도에 

의존하기 때문에 총괄 열전달 계수 역시 온도에 의

존하게 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온도 범위 내에서 

평균 값( )을 사용하면 탱크 벽면을 통한 열출입 양

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15)

위 식에서 는 열전달 방향의 수직면의 면적을 

의미하고 ∞는 탱크 밖 일정한 대기 온도를 나타낸

다.

내부에너지와 엔탈피는 각각   와   

로 표현되고 열용량의 비를   로 정의한다면 

일정한 질량 유량 조건과 탱크 내부의 온도와 압력

이 위치에 무관하게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서 다음과 

같이 물질수지와 에너지수지가 결합된 온도 관계식

을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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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식 (16)에서 사용된 변수들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

다.

 

  ∞
        (17)

  


        (18)

 



        (19)

위 식들에서 하첨자 0은 초기 상태를 의미하며 

와 는 각각 탱크 내 기체의 초기 온도와 초기 

질량을 나타낸다.

식 (16)은 일정 질량 유량에서 충전시간에 따른 온

도변화를 표현하는 식으로 PRG EOS와 결합하면 시

간에 따른 압력 변화를 계산할 수 있는 식을 얻게 된

다.

3.2 충전상태(state of charge, SOC)

수소차의 수소 탱크에 저장되어 있는 수소의 양은 

일반적으로 충전상태(state of charge, SOC)로 표현된

다. SOC는 수소충전 절차와 관련된 분야에서 국제표

준으로 인정받고 있는 SAE J2601에서 정의하고 있는 

지표로 정상운전압력(normal working pressure, NWP)

에서 15℃ 수소 기체의 밀도에 대하여 수소 탱크 내

의 압력, 온도 조건에서 수소 밀도의 비로, 다음 식으

로 정의된다
20).

 ℃


        (20)

NWP가 35 MPa과 70 MPa에서 15℃ 수소 기체의 

밀도는 각각 24 g/L와 40.2 g/L로 알려져 있다.

Cebolla 등9)
은 각각 40 L와 29 L 용량의 Type III 

탱크와 Type IV 탱크를 사용하여 수소 기체의 입구 

온도와 질량 유량에 따른 SOC를 측정하여 보고하였

다. 두 탱크 모두 최종 충전 압력은 77-78 MPa로 조

절하였으며 온도는 –40℃, –20℃, 0℃와 상온 조건으

로, 질량 유량은 2 g/s부터 10 g/s까지 2 g/s 간격으로 

변경하며 실험하였다. 실험 결과 자료는 온도 조건 

유지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정확히 설정된 온도 값들

로 제시되지는 않았으며 조건에 따라 다소 차이가 

발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
9)
의 자료를 이용하여 탱크의 

초기 온도와 대기 온도 모두 295 K으로 하였으며 탱

크 내 초기 압력은 2 MPa로 하였다. 초기 온도, 초기 

압력과 탱크 부피를 이용하여 초기 질량을 결정하였

다. 수소의  값은 일정한 것으로 가정하여 1.4를 사

용하였다. 따라서, 식 (19)로 정의되는 를 추산하면 

제시된 모델로부터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 모사가 

가능하게 된다.

식 (19)의 정의를 보게 되면 는 탱크 형상에 의

해 결정되는 열전달 면적, 질량 유량과 평균 총괄 열

전달 계수에 의존하게 된다. 엄밀하게는 평균 총괄 

열전달 계수는 온도에 의존하기 때문에 유입 수소 

기체의 온도에 따라 변하게 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평균 총괄 열전달 계수는 일정한 것으로 하였다. 이

에 따라 는 질량 유량과 탱크의 종류에 대해서만 

의존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따라서 실험 데이터가 

제시하고 있는 SOC를 맞추도록 각 탱크에서 질량 

유량별로 를 추산하여 각 조건에서 최적화된 값들

을 결정하였다.

Fig. 4와 Fig. 5는 각각 Type III와 Type IV 탱크에

서 수소 충전 유량을 변경하며 실험한 SOC 결과와 

본 연구에서 제시된 모델을 사용하여 계산된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실험 자료들은 도입되는 수소의 온도

가 높아짐에 따라 SOC 수치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

이고 있다. 이는 수소 충전에 따라 저장 탱크 내 온도

가 상승하기 때문에 도입되는 수소 온도가 높아지면 

한계온도까지의 온도 범위가 좁아지기 때문이다. 계

산 결과는 경향성은 잘 따르고 있으나 –40℃의 경우

는 실험 자료보다 높게, 상온의 경우는 실험 자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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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itted values of   and calculation error on SOC

Tank type Inflow (g/s)  Error (%)

Type III

2 0.659 1.645

4 0.499 2.012

6 0.450 1.820

8 0.413 1.742

10 0.322 1.779

Type IV

2 0.494 1.617

4 0.200 1.307

6 0.142 1.434

8 0.056 1.744

10 0.02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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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alculation results of SOC with inlet mass flow rate for 
Type III t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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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alculation results of SOC with inlet mass flow rate for 
Type IV tank

다 낮게 SOC를 계산하고 있다. 충전 조건에 따라 온

도 범위는 변화하지만 동일한 질량 유량에 대해서는 

초기 온도에 무관하게 동일한 평균 열전달 계수값

( )을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온도 범위에 대해서 변

화하는 평균 열전달 계수를 사용한다면 계산의 정확

도는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와 같은 

경우 더 많은 매개변수들을 실험자료로부터 결정해

야 한다. 각 조건에서 값들과 계산된 SOC와 실험 

값들과의 오차는 Table 1에 정리되었다. 값들은 탱

크로 유입되는 수소의 유량이 증가하면 감소하였다. 

그러나 식 (19)에서와 같이 유량에 단순히 반비례하

여 감소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식 (19)에 포

함된 평균 열전달 계수가 유량에 의존하는 것을 의

미하며 이는 유량의 변화에 탱크 내부 벽면에서 유

체의 대류 열전달 계수가 의존하기 때문으로 해석된

다.

3.3 온도 및 압력 변화

본 연구에서 제시된 모델과 실험 데이터로부터 추

산된 매개변수 값을 이용하면 수소 충전 과정에서 

시간에 따른 탱크 내 온도와 압력 변화를 모사할 수 

있다. Fig. 6과 Fig. 7에서는 각각 Type III의 6 g/s 조

건에서 유입 수소의 온도 조건에 따른 온도 및 압력 

변화 거동 모사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Fig. 6에서 보인 것과 같이 수소 충전에 따라 탱크 

온도는 상승하며 조건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발생하

지만 전체적으로는 주어진 조건에서 1분 이내에 급

격한 온도 변화가 발생하고 이후에는 탱크 외부로의 

열전달에 의하여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유입되는 수소의 온도가 높아지면 최종 온도 

역시 증가하여 상온 조건(Tin=297 K)에서 최종 온도

는 377 K으로 계산되었다. 이 온도는 저장 탱크의 안

전성을 저해할 수 있는 온도로 상온 조건 충전의 위

험성을 파악할 수 있다. Fig. 7에서는 충전시간에 따

른 저장 탱크 내 압력 상승 변화를 볼 수 있다. 곡선 

형태의 압력 거동은 선형 증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입 수소 기체의 온도가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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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Temperature change of Type III tank with inlet flow rate 
at ~233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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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Temperature change of Type IV tank with inlet flow rate 
at ~233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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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emperature change of Type III tank with inlet temper-
ature during refueling at 6 g/s

Fig. 7. Pressure change of Type III tank with inlet temperature 
during refueling at 6 g/s

은 경우 최종 온도가 낮게 되고 이에 따라 더 많은 

수소를 충전할 수 있기 때문에 충전시간은 더 오래 

걸리며 결과적으로 Fig. 4에서 보인 것과 같이 더 높

은 SOC를 얻을 수 있게 된다.

Fig. 8과 Fig. 9에는 시간에 따른 탱크의 온도 변화

를 유입 수소 유량에 따라 Type III와 Type IV 탱크

에서 각각 비교하였다. 유입 수소의 온도 조건은 –40℃ 

(~233 K)로 하였다. 실험 조건 중 가장 높은 유량을 

보이는 10 g/s 유량 조건에서 Type III와 Type IV 수

소 탱크의 최종 온도는 각각 약 320 K와 326 K으로 

계산되어 모두 안정적으로 수소 충전이 가능한 것으

로 나타났으며 두 탱크 모두 10 g/s 조건에서는 3분 

이내 충전이 종료되었으며 유량의 증가로 최종 온도 

역시 증가하였으나 상승되는 온도는 크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Fig. 9에서 6 g/s와 8 g/s의 최종 온도를 

비교하면 8 g/s가 더 낮게 계산된 원인은 실험 데이

터의 온도 조건이 6 g/s의 경우 234.8 K인 반면 8 g/s

의 경우 232.1 K으로 8 g/s 유량 실험에서 초기 온도

가 더 낮았으며 이에 따라 최종 온도가 영향을 받아 

6 g/s와 8 g/s 조건에서 각각 323.8 K와 322.4 K으로 

계산된 결과이다.

Fig. 6과 Fig. 8을 비교해 보면 수소 저장 탱크로 

유입되는 수소의 유량보다 유입 온도가 탱크 온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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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수소의 낮은 부피당 에너지 밀도를 고려하면 수소 

차의 저장 탱크에서 수소의 압력은 70 MPa 정도의 

고압으로 충전되어야 한다. 수소 차량의 수소 저장 

탱크에 수소를 충전하는 과정에서 탱크 내 수소 기

체는 압축되고 열이 발생하게 된다. 수소를 저장하는 

탱크는 안전성을 위하여 충전 온도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수소 충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도 변

화를 추산하는 것은 수소 저장 탱크의 안전성을 확

보하며 수소 충전 프로토콜 개발과 적용에 필수적이

다.

본 연구에서는 수소 기체 거동 모사를 위하여 3차 

상태방정식을 비교하여 고압 밀도 계산에서 가장 우

수한 것으로 나타난 PRG 상태방정식을 사용하여 수

소 충전 모델에 적용하였다.

수소 충전 모델은 물질수지와 에너지수지로부터 

유도되었으며 문헌 데이터를 사용하여 열전달과 관

련된 매개변수를 추산하였다. 

문헌 데이터는 각각 40 L와 29 L의 Type III와 

Type IV 탱크를 사용하여 수소 유량을 2 g/s에서 10 

g/s까지 2 g/s 간격으로 실험한 것으로 유입 온도를 

–40℃, –20℃, 0℃와 상온 조건으로 변경하여 SOC를 

측정한 데이터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델은 각 유

량에서 2% 내외의 오차를 보였다.

개발된 모델을 사용하여 일정 유량 조건에서 유입 

온도에 따른 탱크 온도 변화를 모사한 결과 유입 온

도가 0℃와 상온 조건인 경우 탱크 온도는 안정성을 

위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입되는 수

소를 충분히 냉각시킨 –40℃ 조건에서는 실험에서 

설정된 유량 조건 모두 충전 후 탱크 온도는 50℃보

다 낮은 것으로 계산되었다.

유입 온도와 유량을 도입되는 수소의 충전 조건으

로 설정한다면 유입 온도가 유량보다 중요한 충전 

조건이며 충분히 냉각되지 않은 수소의 도입은 탱크

의 안정성을 저해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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