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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bar 탄소복합재 고압용기 내구성 평가 시스템 개발
Development of Durability test instrument for 248bar Carbon composite 

pressure ves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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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기존의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

를 사용한 친환경 자동차가 주목받고 있다. 대체 에

너지 중 수소 연료는 실제로 배출가스가 없기 때문

에 가장 유망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나 압축 천연 가스 자동차

는 주행 거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고압으로 연료를 

압축하고 저장할 수 있고, 자동차에 탑재할 수 있도

록 경량의 고압 고성능 용기의 개발이 필요하다.[1]

수소연료는 단위 질량당 에너지 밀도가  높고 여

타 탄화 수소연료에 비해 단위 질량당 발열량이 높

은  반면, 밀도가 매우 작기 때문에 단위 부피 당 에너

지 밀도는 매우 작은 단점이 있다.[2] 또한, 기체 중 가

장 큰 열전도율을 가지고 있고, 확산이 빠르며, 점화 

에너지가 작아 점화가 쉽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수소 저장 시에는 저장 효율과 안전성에 대한 주의

가 필요하다.[3]

최근 고압수소저장에 대한 용기에 대한 중요성

을 인지하고 그 내구성 및 안정성 시험이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다. 미국이 제시한 70MPa 용기의 시험

내용은 기본적으로 실제 가스에 의한 가압, 온도 부

하시험 후에 액압으로 파열시키고 그  파열압력을 

평가하는 내용이다.[4]

본 연구에서는 친환경 자동차용 탄소복합재 

248bar 고압용기의 내구성 평가를 위한 시스템을 구

성하고 맥동 및 공동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압력

제어 기술을 확보 하였다.

 

2. 고압 내구 성능 평가 시스템

2.1  성능 평가 시스템 구성

고압용기의 고압 내구성능 평가시스템은  탱크

내부에 압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Water Tank,  순환 

펌프,  펌프동작을 제어하는 모터로 구성된 압력공

급부와  탱크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하여 압력센서

와 온도 센서를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이터 취득부

로 구성하였다.

Table 1 Specification of durability test instrument

Section Specification

Water Pump Max 1,500  bar

Servo Motor 150KW

Pressure Sensor Sensys-PMH, 1,400bar

DAQ Board PCI-6236, 

Fig.1 Durability assessment system of composite 
pressure vessel

시험기로부터  2개의 온도센서와 하나의 압력센

서로부터 DAQ보드를 통하여 수집되어지는 데이

터는 내구 성능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보여지며, 측

정데이터의 저장이 가능하도록 개발되었다. 

2.2 시스템 제어

내구 성능평가시스템은  시험압력을 반복적으로 

압력탱크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시험이 진행되며 이

를 위해 압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공급속도 제어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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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rogram of Durability test

 공급속도 제어는 펌프를 구동하는 모터의 회전

수로 제어하였으며, 급속한 압력공급으로 인한 맥

동현상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인버터 다단제

어를 기술을 활용하여 시험압력(Ptest) 기준으로 제

어압력(P1)까지 급속공급하고 이후 서서히 압력을 

공급하도록 제어하였다. 

Fig. 3 Chart of Pressure control

3. 실험결과

친환경 자동차용 탄소복합재 248bar 고압용기의 

내구성 평가를 위해 시험압력(Ptest) 260bar, 제어압

력(P1) 100bar로 설정하여 시험을 진행하였다.  

탱크압력이 시험압력에 도달하였을 때 맥동 현

상등으로 인한 압력의 상승현상이 발생하지 않고 정

상적인 시험이 진행되었다. 

 Fig. 4  Pressure curve on testing 

Fig. 5 Durability assessment system  

5. 결론

기체를 연료로 하는 친환경자동차의 연료공급 

시스템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내구성 시험

은 중요한 평가항목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내구성능 평가 시스템과 제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최고 1,100bar까지 시험할 

수 있으며, 압력상승시 발생할 수 있는 맥동현상등

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압력공급속도를 제어하

여 시험을 안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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