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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목표로 미래 친환경 연료인 수소의 

선박 연료 적용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으며, 해외 기술선진국 

기업 또는 기관들의 세계 최초 수소연료선박 기술개발 소식을 

전하는 뉴스들 또한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 

역시 정부주도의 수소경제 구축 정책과 관련 기술 로드맵 발

표로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합류하는 모습이나, 이미 일정 수

준 간극이 발생한 세계적 기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각계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선박 연료로 수소를 활용하기 위한 주요 기술 분야의 하나

로 극저온 액화수소의 저장・공급시스템을 들 수 있다. 영하 

253도의 극저온 영역에서 기체상태 대비 1/800로 부피가 감

소된 액화수소를 활용하는 것은 이미 액화천연가스 (LNG)의 

사례에서 확인하였듯 가스 연료의 선박 적용을 위한 필수 기

술요소라 할 수 있으며, 국가 간 수소 에너지의 대량 교역에

도 큰 활용성을 지니리라 판단된다. 그러나 LNG 대비 약 100 

℃가 낮은 극저온에서의 액화수소 연료의 저장・공급은 더욱 

높은 수준의 유관 기술 확보가 요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본 특집기사에서는 수소의 선박 연료 적용을 위한 기

술 분야로서 액화수소 저장・공급 기술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액화수소의 특성 및 극저온 단열기술에 대해 살펴

보고, 액화수소 저장시스템, 연료 공급시스템으로 구분하여 

이들의 기술적 분석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액화수소의 안전

성 관련 유사 연구사례의 고찰을 통해 액화수소의 선박 적용 

시 수반되는 안전성 문제를 논의한다. 

2. 본 론

2.1 액화수소

수소는 상온, 상압에서 화학적으로 안정된, 분자량이 가장 

작은 기체로서, 다른 기체들과 비교하여 확산속도, 열전도율, 

비열이 크며, 점도는 작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아래 표 1의 

메탄과의 물성 비교에서 액화온도는 100℃정도 낮고, 액체중

량은 1/6정도로 매우 가벼운 기체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 수소 및 메탄의 물성 비교

물성 수소(H2) 메탄(CH4)

분자량 2.016 16.04

비중(kg/m3) 0.09 0.715

공기에 대한 비중 0.0695 0.544

끓는점(액화온도,℃) -252.79 -161.4

끓는점 임계온도(℃) -239.9 -82.5

임계압력(MPa) 1.25 4.49

액체비중(g/L) 70.779 422.62

액체 팽창비

(20℃, 1기압)
1 : 845 1 : 649

 

또한, 수소는 에너지밀도가 가장 높은 에너지원으로서 메

탄 대비 단위 질량당 발열량이 2.4배에 달하며 (저위발열량 

수소 = 119,708 kJ/kg, 메탄 = 49,987 kJ/kg) 연소 시 물과 

열만을 생성하기 때문에 화석연료와는 달리 황산화물, 탄화수

소류 등과 같은 환경오염물질, 이산화탄소 등의 지구온난화 

가스의 발생이 없다. 수소를 공기에 의해 연소시킬 경우, 공기 

중의 질소에서 기인하는 질소산화물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수소는 친환경 연료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선박연료를 

포함한 사회 전반에서 그 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소 연료 사용에 있어 가장 문제로 지

적받는 부분은 공간적인 연료저장 효율이 낮다는 것이다. 수

소의 단위 부피당 발열량은 10,768 kJ/Nm3으로 메탄의 30% 

수준에 머무르며 (메탄 = 35,825 kJ/Nm3) 한정된 제원에서 

높은 공간효율이 요구되는 선박에의 적용을 위해서는 경제적

인 수소 저장방법의 구현이 요구된다. 

연료로서 수소의 저장방법은 압축, 화합물 형태로의 저장 

등이 있으나 선박과 같은 장거리 이송・대량 저장이 목적일 

경우 액화수소로 저장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평가 

받고 있다 (그림 1). 액화수소는 영하 253도 이하의 극저온 온

도에서 수소가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것을 나타내며, 기체상

태 대비 부피가 1/800로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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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압 금속용기에 저장된 고압 수소기체는 액화수소 저장용기

에 비해 2.5배나 무겁고 63% 이하의 수소 밖에는 저장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상기해 본다면, 수소 액화 공정을 위한 전력 

또는 비용 투입이 크다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저장 측면만 놓

고 봤을 때 가장 효과적인 대안임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림 1 수소저장시스템별 효율 비교

그러나 액화수소의 저장은 영하 253도의 극저온이 유지된 

상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장 공간 외부로부터의 열유입에 

의한 액화수소 기화가 일어나며, 이의 배출 또는 재액화에 따

르는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열유입을 차단하는 단열기

술의 개발이 요구된다. 영하 163도의 온도에서 저장되는 LNG

의 저장온도보다 100℃ 가량 낮기 때문에 LNG 저장용기에 해

당하는 것 이상의 단열성능이 요구되며, 진공단열 등 향상된 

단열시스템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2 극저온 단열기술

2.2.1 극저온 액화가스 저장을 위한 단열기술

전술한 바와 같이 액화수소의 효율적인 저장을 위해서는 

외부 열유입에 의한 기화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극저온 단

열기술의 확보가 요구된다. 액화수소의 저장뿐만 아니라, 액

화수소의 이송, 수소의 액화공정에서도 단열시스템의 중요성

이 크기 때문에 액화수소의 선박 연료 활용을 위한 주요 기술

문제로 극저온 단열기술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멤브레인타입 LNG 운반선 화물창 단열시스템의 기화

손실률은 하루 0.085 %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나 (170,000 입

방미터급 GTT Mark III 기준) 진공층을 포함하는 액화수소 운

반선 화물창 단열시스템의 경우 기화손실률이 하루 0.1~0.2 

% (가와사키중공업에서 개발 중인 160,000 입방미터급 액화

수소 운반선의 목표치)에 달하며, 상대적으로 저장 탱크의 크

기가 작은 액화수소 연료탱크의 경우 기화손실률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액화수소 저장용기의 단열을 위해서 진공단

열, 다층단열재 (MLI, multi-layer insulation), 증기냉각 복사

쉴드 (vapor-cooled radiation shield)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복합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방법들을 통하여 공기

에 의한 열의 전도, 대류, 복사 등을 일정수준 효과적으로 차

단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 Vacuum insulation

진공 단열은 극저온 액체를 저장하는 내벽과 상온에 노출

된 외벽사이를 일정 정도 이격시키고 그 사이 공간을 진공상

태로 만들어 외부로부터의 열유입을 차단하는 기술이다. 이중

용기(탱크) 구조이며 Dewar 용기가 대표적인 진공 단열 용기

이다. 육상에서 액체헬륨과 같은 극저온 액화가스들을 저장하

는 수직형 실린더 탱크, 구형 탱크들은 진공단열 방식을 다수 

채용하며, 이때의 진공도는 통상 10-4 Torr 이하이다.

(2) Multi-layer insulation

다층단열재 기술은 mylar 또는 kapton 필름 같은 polymer 

sheet 위에 열복사율 값이 작은 알루미늄 등의 금속을 코팅 

처리한 박막을 활용하여 복사에 의한 열유입을 차단하는 기술

이다. 그림 2에 보인 바와 같이 코팅된 박막을 저장용기 표면

에 여러 겹 겹쳐서 장착하고, 각 겹 사이를 진공처리 하여 사

용한다. 이의 단열성능을 열전도도로 환산하면 10 mm 두께 

당 20 ~ 30겹 박막 장착을 기준으로 30 ~ 60 μW/m・K 수

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Vapor-cooled radiation shield

증기냉각 복사쉴드 기술은 외부 열유입에 의해 기화되는 

액화가스의 냉열을 활용하는 것으로 기화가스의 배출 시 저장

용기 내벽 표면을 냉각하고 배출될 수 있도록 한 방식이다 

(그림 3). 이와 유사하게 탱크 내벽과 외벽사이에 일정량의 액

화질소를 두어 이의 냉열로 전도 및 복사에 의한 외부 열유입

을 최소화 하는 기술도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선박의 경우 

제한된 선체 연료저장 구획에서 공간효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기술개발이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에 선박 적용 관점에서 그 효

용성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 있으나, 기화된 가스를 선박 

주기관 (연료전지시스템 등) 에 공급하여 추진연료로 활용할 

경우 본 단열방식 활용을 시도해볼 여지는 있는 것으로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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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MLI (multi-layer insulation)가 장착된 극저온 
액화가스 저장탱크

그림 3 증기냉각 복사쉴드 기술이 적용된 극저온 
액화수소 저장탱크 모식도 

2.2.2 액화수소의 선박 연료 적용을 위한 극저온 단열기술

미국 항공우주국 (NASA,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은 장거리 원격 무인 항공기용 수소연

료시스템 개발 프로젝트에서 액화수소 저장을 위한 단열방식

간의 비교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해당 연구에서 스프레이 

폼 단열 (SOFI, spray on foam insulation),  진공단열 

(vacuum jacketed insulation), 고・저밀도 에어로겔 (high・
low density aerogel) 단열 각 방법들을 대상으로 14일 동안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스템 (탱크+단열층)과 추진연

료 등의 총 중량을 조사하여 비교 연구를 수행하였다. 각 단

열방식들의 단열두께 또한 고려하여 연구가 수행되었다.

표 2는 해당 연구에 사용된 각 단열방식별 물성 데이터를 

나타낸다. 해당 물성을 활용해 단열방식별 열유입량 및 액화

수소 기화량을 산출하였으며, 단열두께에 따른 단열층 중량 

역시 해당 물성을 참고하여 산출되었다. 해당 연구의 결과로 

진공 단열방식이 임무 수행에 요구되는 시스템, 추진연료 총 

중량이 가장 적은 것을 확인하였으며, 상대적으로 단열층의 

두께 측면에서도 역시 타 단열방식에 비해 유리한 것으로 나

타났다. 아래 그림 4는 단열두께별 임무수행에 요구되는 시스

템, 추진연료 총 중량을 비교한 결과로 단열방식별 중량차이

는 단열시스템의 중량 차이, 그리고 액화수소연료의 기화로 

인해 추가 탑재되는 연료의 중량에 기인한다. 

표 2 액화수소 연료탱크 단열방식별 물성 데이터

단열방식 밀도 (kg/m3) 열전도율 (W/m・K)

고밀도 에어로겔
(공기층 충진)

450 0.035

고밀도 에어로겔
(진공 충진)

450 0.0175

저밀도 에어로겔
(공기층 충진)

100 0.016

저밀도 에어로겔
(진공층 충진)

100 0.008

스프레이 폼 62.5 0.0242

진공단열 
(MLI 포함)

24 0.00035

그림 4 원격 무인 항공기의 임무 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액화수소 연료탱크, 단열시스템, 추진연료 총 중량의 

단열방식별 비교 

아래 그림 5는 MLI가 진공층 내부에 포함된 진공단열 방식

과 저밀도 에어로겔이 진공층 내부에 충진된 진공단열 방식의 

기화손실에 의한 추가 연료 소요량을 비교한 결과이다. 해당 

결과에서 200 mm 두께의 저밀도 에어로겔의 충진 시 기화손

실에 의해 2,500 kg 이상의 추가 연료탑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결과적으로 대량의 연료탑재 후 장기간 운항하

는 선박에 있어 진공단열 방식 대비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으

로 사료된다. 그러나 동일 연구에서, 5시간 임무 수행을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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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비교 결과는 두 단열방식간 소요 중량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고려한다면 단열층 설치 및 진공 유

지를 위한 비용 등에 있어 약점이 있는 진공단열 방식을 대신

하여, 비교적 짧은 운항시간을 가지는 소형선박에 에어로겔 

충진 방식 또한 유효한 단열방안으로 고려 가능한 것으로 사

료된다. 

그림 5 진공단열 (MLI 포함) 및 저밀도 에어로겔 충진 
진공단열방식의 기화가스손실에 따른 추가 연료 소요량 

비교  

액화수소의 선박연료 적용은 연료탱크의 단열뿐만 아니라 

탱크 지지대를 통한 열유입 및 연료 주입 시의 기화손실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우수한 극저온 단열기술의 개발 및 이

를 통한 경제적인 액화수소의 저장은 액화수소의 선박 연료 

적용을 앞당기는데 일조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2.3 액화수소 저장・공급 기술

2.3.1 액화수소 저장 기술 분석

표 3은 액화수소 저장탱크와 LNG 저장탱크에 적용되는 소

재 및 단열 방법을 비교한 내용으로, 극저온 액화가스를 선박

에 저장하기 위한 탱크로서 전체적으로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액화수소의 경우 더욱 낮은 저장온도, 수소에 의한 금

속 취화를 고려하여 소재 및 구조가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다. 

가령, LNG 탱크의 구조용 강재로서 주목받고 있는 니켈 합금

강의 경우 니켈이 다량 함유된 금속은 극저온 영역에서 우수

한 기계적 강도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수소취화에 민감하기 때

문에 액화수소 저장 탱크용 구조 강재로 고려되지 않고 내수

소취성이 뛰어난 스테인리스강이나 강도 대비 가벼운 알루미

늄 합금강이 사용되리라 판단된다. 

또한 LNG 대비 기화가스손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표 3 액화수소 및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 요소별 소재 및 구조 비교 

액화수소 저장탱크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

Storage

저장 온도 영하 253도 영하 163도

탱크 소재
스테인리스강 (SUS316L 등)
알루미늄합금강

스테인리스강 (SUS304L 등)
알루미늄합금강
9% 니켈강
Invar강 (36% 니켈강)

탱크 형상
독립형 Type-C (소형선박용)
독립형 Type-B (중대형선박용)
멤브레인형 (대형선박용)

독립형 Type-C (압력용기)
독립형 Type-B (MOSS, IHI-SPB)
멤브레인형 (Mark-III, NO-96)

Insulation
단열 소재(방식)

진공단열
다층단열재 기술 (MLI)
에어로겔 등

폴리우레탄 폼 (블록, 스프레이 타입)
펄라이트 (또는 글라스울) 충진 단열박스
발포 폴리스티렌 (EPS) 폼

기화율 0.1 ~ 0.2%/day 0.085%/day

Support
소재

Teflon (강도/열전도도 비 13.6)
Nylon (48.4) Mylar (286.6)
Darcon fiber (630.7)
Kel F oriented fibers (542.8)
Glass fiber (183.6) 외

저온용 탄소강 (EH 36 등)

형상 결합부 형상 변경 등을 통한 열유입 최소화 Saddle structure (목재-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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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및 작업성, 내구성, 강도 측면에서 LNG 저장탱크 적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진공 단열방식이 액화수소 저장탱크에는 

다수 적용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액화수소의 경우 액화가

스의 밀도가 LNG의 1/6 수준으로 (표 1) 슬로싱에 의한 단열

층 파손 위험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리라는 판단 역시 단열방식

의 변화 이유로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저장 

탱크의 지지구조 (support) 역시 기존의 목재-금속 support 

구조에서 상대적으로 강도/열전도도 비가 우수한 복합소재가 

채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형상적으로도 열유입 단면적을 최소

화 하는 방향으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리라 사료된다.

액화수소 저장탱크 개발과 관련하여 현재, 독립형 Type-C 

저장탱크가 실질적인 제작 단계에 있으며 나머지 Type-B 및 

멤브레인형 탱크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단계에 있다. 선박에 

탑재가 가능한 형태의 액화수소 저장탱크에 대한 연구는 대표

적으로 가와사키중공업(Kawasaki Heavy Industries)에서 진

행하고 있으며, 90년대 중반 일본 경제무역산업성이 주관한 

WE-NET(World Energy Network System) 프로젝트를 통해 

액화수소의 해상 수송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1998년 수

행된 액화수소의 해상 수송에 대한 연구에서는 선박의 형태, 

탱크 형상, 단열 및 지지 방법에 대해 제안한바 있으며, 해당 

연구에는 액화수소의 낮은 밀도를 고려하여 쌍동선도 연구 대

상에 포함되었고, 기존 LNG 화물창에 적용되는 폴리우레탄 

폼의 두께를 1 m 까지 증가시키는 방안도 다루고 있다. 2000

년에 수행된 50,000 입방미터의 대규모 액화수소 지하 저장

시설의 개념 설계에 필요한 단열 성능 평가 시험에서는 단열 

방법에 대해 더욱 구체화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가와사키 중공업은 2016년 이와타니, Shell 

japan, J-Power와 협력해 HySTRA를 조직하였으며 호주 빅

토리아 주정부로부터 갈탄에서 추출한 액화수소를 공급받기 

위해 2020년 여름 파일럿 액화수소 운반선 시운전을 목표로 

기술개발 및 실증과정을 수행하고 있다. 해당 선박은 2척 건

조 예정으로 1,250 입방미터 규모의 Type-C 탱크 2기가 탑재

되어 총 2,500 입방미터의 액화수소를 수송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그림 6). 

해당 선박을 통한 해상 액화수소 운반에 대한 실증시험 이

후, 2030년까지 16만 입방미터의 Moss type 액화수소 운반선 

2척을 추가적으로 건조할 계획에 있다. 파일럿 선박에 탑재되

는 액화수소 화물창은 현존하는 IGC code를 만족하도록 설계 

되었으며 2014년 ClassNK로부터 기본승인을 획득한 바 있다. 

파일럿 선박에 탑재되는 액화수소 화물창은 스테인레스강을 

활용한 이중진공 단열구조이며, 진공 상태를 유지하고 저장탱

크의 목부를 통한 열전달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돔 구조물을 

설치하였고 단열성능이 뛰어난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GFRP, 

Glass Fiber Reinforced Plastic) 소재를 지지대에 적용해 자

연 기화율(Boil-off rate) 0.2%/day 혹은 그 이하를 목표로 하

고 있다.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에서 제작한 540 입방미터의 

육상용 액화수소 저장 탱크의 경우 기화율이 0.18%/day인데, 

열 유입량이 일정하더라도 탱크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비표면

적이 작아져 기화량이 감소한다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 액화

수소 화물창의 기화율은 다소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림 7에 나

타낸 바와 같이 기존 액화수소 저장탱크가 주로 소형이며 육

상 환경에 설치하기 때문에 탱크 내조(Inner tank)를 지지하는 

지지대의 단면적을 최소화시켜 입열량을 감소시키지만, 대형 

해상 액화수소 탱크의 경우 관성력과 유체력으로 인해 상당한 

강도를 갖으면서도 단열 성능이 뛰어난 소재를 사용하여 지지

대를 구성해야한다. 가와사키 중공업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

해 실린더형의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을 지지대에 적용하였

다. 

        그림 6 호주-일본 운항 파일럿 액화수소 운송선박 저장탱크 구조 (가와사키중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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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소형 및 대형 액화수소 저장탱크 구조 비교

그림 8 실린더형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 지지대가 
적용된 목업(Mock-up) 액화수소 저장탱크

그림 8은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진 지지대가 

새들(Saddle) 위에 설치된 목업 탱크를 나타낸다. 실린더형 

지지대는 17개가 설치되며, 초기형 액화수소 운반선에 적용되

는 크기의 1/3로 제작되었으며 주요 제원은 표 4에 나타냈다. 

본 시험에서 액화수소 대신 물을 채우는 충수 시험을 통해 지

지대의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지지대에 가해지는 하중은 

내조 85톤을 포함하여 총 473톤의 하중을 가하였으며, 이는 

액화수소 충전 조건보다 3배 이상의 하중이 가해지는 것이다.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의 허용 압축 변형률이 -8,000με으

로 해당 조건에서 측정한 최대 압축 변형률보다 3배 정도의 

여유가 있어 이중진공 단열구조의 저장탱크를 지지하는 재료

로서 강도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진공 단열구조는 304L 스테인레스강을 적용하였으며 

10-3 Pa 이하의 고진공 상태를 유지하며 단열재간의 전도열전

달 및 복사열전달의 차폐를 위해 MLI 단열방식을 적용하였다. 

2016년 1,000 입방미터 규모의 액화수소 저장탱크 모형시험

에 적용된 다중적층단열재는 알루미늄으로 양면 증착한 PET 

필름(polyethylene terephthalate film)과 적층 필름간 열전도

를 방지하기 위한 부직포로 구성된다. 다층적층단열재의 총 

두께는 10mm 이하로 40개 층으로 구성되었으며 단열성능 측

정 결과, 40개층 이상으로 적층하더라도 단열성능의 개선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3,000 입방미터 액화

저장 탱크에 적용하는 경우 예측되는 액화수소 기화율이 하루 

0.07%에 이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 액화수소 저장시스템에서는 기화되는 수소를 시스템 밖

으로 배출시키는 것이 아닌 PBU(Pressure build-up unit)을 

이용하여 연료전지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추후 

개발될 16만 입방미터 액화수소 선박의 경우 연료전지 추진시

스템을 갖추어 기화가스를 선박 추진 연료로 사용할 계획이

며, 이때 액화수소의 자연 기화율이 0.2 - 0.4%/day 수준까

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표 4 목업 액화수소 저장탱크 주요 제원

길이 (m) 17 

직경 (m) 11 

무게 (ton) 200

부피 (m3) 1,000

내벽 소재 스테인레스강

두께 (mm) 15 ~ 30

2.3.2 액화수소 연료공급 기술 분석

선박용 액화수소 연료공급시스템은 연료를 저장하고 있는 

연료탱크로부터 액화수소를 추진시스템 주기관 (연료전지시스

템)에 공급하기 위한 일련의 시스템을 지칭한다. 수소 저장효

율을 높이기 위해 영하 253도의 극저온 온도에서 액화시킨 

상태로 저장된 수소를 연료전지의 수소 공급 조건 (통상 10 

bar 이하, 상온)에 부합하도록 이송하는 물리적 공정을 거쳐

야 하므로 이를 위한 펌프, 기화기, 밸브, 파이프들로 시스템

이 구성되며, 열교환을 위한 냉각수 순환설비, 기화된 수소를 

활용 또는 배출시키기 위한 설비 역시 본 연료공급시스템에 

포함된다 (그림 9). 이는 선박용 LNG 연료공급시스템의 시스

템 기능적 구성과 유사하나, 액화연료의 온도가 영하 253도로 

더욱 낮아지고, 수소취화 등의 문제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

에 액화수소 연료공급시스템 및 구성 기자재의 개발 시 이러

한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지난 2018년 12월 액화가스 저장 및 공급 시스템 기업 만 

크라이오 (MAN Cryo)는 선사인 피요르드 (Fjord1), 선박 설계 

기업인 멀티 마리타임 (Multi Maritime)과 공동 프로젝트를 통

해 선박용 액화수소 연료공급시스템 (70 입방미터 용량의 MLI 

적용 탱크 포함) 을 개발하고 세계 최초로 연료 공급시스템의

노르웨이-독일 선급 (DNV-GL) 기본승인 (AIP. Approval in 

Principle)을 획득하였다. 해당 시스템은 선체 갑판의 상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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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9 액화수소 연료공급시스템 공정 흐름도 (주기관 : 수소연료전지)

부 모두 적용이 가능하도록 설계 되었으며, 시스템 사이즈, 용

량의 비례적 확장이 가능하여 선박 선종을 포함한 선박 크기, 

수소 공급 유형에 따라 유동적으로 적용 가능한 것이 특징으

로 알려졌다. 언론매체를 통해 공개된 해당 시스템은 외관상 

그림 10과 같이 기존의 LNG 연료공급시스템과 유사하게 연료

탱크와 인접한 위치에 공급시스템이 박스 형태로 패키징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까지 유일한 MAN Cryo社의 선박용 액화수소 연료공

급시스템의 상세 구성에 대한 정보를 얻기는 불가능하나, 시

스템적으로는 그림 11의 공정흐름과 유사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0 연료탱크 패키지 형태의 MAN Cryo社 
액화수소 연료공급시스템(위) 및 LNG 
연료공급시스템(아래, 현대중공업)

2.4 액화수소 안전성

선박에 액화수소 관련 주요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수소는 주로 연료나 공업의 원료로 사용되어 왔고, 이에 따른 

재해경험이 상당히 축적되어 있다. 수소의 화재 폭발은 누출

이나 충격에 의해 발화하여 폭발하게 되고, 다른 재해와 비교

하여 위험성이 높다는 특성을 알 수 있다.

아래의 표 5와 같이 수소의 연소특성을 다른 연료와 비교

하여 살펴보면, 수소는 메탄이나 프로판에 비해 단위질량 당 

발열량이 상당하고 연소에 필요한 이론공기량은 메탄에 비해 

1/4, 프로판에 비해 1/10 수준으로 상당히 적다. 이외에도 메

탄과 프로판에 비해 연소속도가 약 8배인 점, 착화에너지가 

약 1/15인 점에 따라 수소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연소특성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에 따라 연소한계 범위 역시  

4~75 %로 상대적으로 넓다. 

표 5 수소, 메탄, 프로판의 연소특성 비교

연소특성 수소 메탄 프로판

저위발열량(MJ/kg) 119.93 50.01 46.35

이론공기량

(Nm3/Nm3-fuel)
2.38 9.55 23.87

연소하한한계(vol%) 4.0 5.0 2.1

연소상한한계(vol%) 75.0 15.0 9.5

연소속도(cm/s) 291 37 43

착화에너지(10-5J) 2 33 30



특집 ▶▶▶ 수소연료의 저장・공급을 위한 극저온 기술 분야

  22                                                                                 대한조선학회지┃제56권 제1호

이와 같은 수소의 연소특성은 제트화재, 폭발, 폭굉 등의 

원인이 된다. 결론적으로 수소의 폭굉 범위는 메탄, 프로판과 

비교하여 상당히 광범위하고, 그에 반해 착화 에너지는 상당

히 작음에 따라 액화수소의 폭발은 폭굉에 도달할 가능성이 

상당하며 그만큼 위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성과 함께 지금까지도 액화수소를 저장하기 위한 

저장탱크를 탑재한 차량이나 구조물에 대하여 충돌에 의한 폭

발이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의 눈초리를 끊임

없이 받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내외에서는 범국가

적으로 액화 수소 저장 및 설비에 대한 안전성 평가 기술 개

발을 위한 시도를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수행해왔다. 세계적으

로도 아직 개발단계인 수소연료전지 선박에 적용하기 위한 대

용량의 저장 및 공급시스템에 대한 평가 실적은 전무한 상황

이지만, 수소 자동차의 저장 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평가에 대

해서는 이미 다수의 연구가 수행되었고, 양질의 연구결과가 

도출되었다. 본 절에서는 이 중 액화수소 연료선박의 안전성

과 연계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안전성 평가 기술에 대해 국내, 

외로 나누어 아래에 간략히 소개・고찰한다.

2.4.1 해외 액화수소 안전성 연구 사례 고찰

국외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독일 자동차 산업계에서는 

BMW社를 필두로 액화수소를 연료로 하는 (내연기관) 수소 자

동차 실용화 프로젝트를 수행한 바 있으며, 다임러-크라이슬

러社는 액화수소 탱크 탑재형 연료전지 자동차 개발을 진행하

고 있다. 아래에서는 해당 액화수소 연료 자동차 개발과 관련

하여 수행된 안전성 시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안전성 시험은 그림 11에 도시된 시험항목들을 바탕으로 수

행되었다. 가속시험, 진동시험, 진공 층 파괴에 의한 압력 파

괴시험, 충돌 변형 시험, 탱크 관통시험, 화재 폭로시험으로 

구성된 시험과정을 통해 폭발로 인한 급격한 에너지 방출에 

대해 조사하는 등 안전성 검토를 수행하였다. 해당 연구에서 

안전밸브의 정상작동으로 탱크 내부의 액체수소가 기화하여 

서서히 외부로 방출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안전밸브가 폐쇄

되어 탱크가 파손됨으로써 결함이 발생한 경우, 관통 시험에 

의해 탱크에 구멍이 뚫리는 등의 극심한 경우에 대해서도 탱

크 외부에서 폭발을 일으키지 않고 수소가 완전히 배출될 때

까지 연소될 뿐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이외에도 액화수소를 탑재한 수소 자동차의 터널내부 주행 

도중의 사고를 가정하여, 터널 주행 시의 안전성 검토 또한 

수행하였다. 해당 안전성 평가에서는 수소의 방출속도, 착화

위치, 연소의 거동, 화재 전이속도, 발생압력과 분포, 화재온

도 분포 등에 대해 시뮬레이션 및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휘발

유와의 비교를 통해 수소가 화재 및 이로 인한 피해 측면에서 

휘발유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림 11 차량탑재용 액화수소 저장탱크의 안전성 
검토에 필요한 패턴의 개요

2.4.2 국내 액화수소 안전성 연구 사례 고찰

국내에서는 수소차량에 대한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을 위해 

교통안전공단, 현대자동차 등 5개 기관이 공동 참여하여 총 

사업비 244억 원을 투입,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 안전성 평

가기술 개발’을 수행한 바 있다.

해당 사업에서 개발된 주요 평가기술 프로세스에 따르면, 

먼저 아래 그림 12와 같이 연료공급시스템에 대한 고정성 시

험을 수행하는데, 이는 연료탱크의 고정상태, 연료누출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함이며, 시험 전·후 30분 이상의 압력 변화

량을 체크하여 수소의 유출여부 확인, 연료저장 및 공급장치 

고정부 파단 등의 파손유무 확인을 순차적으로 수행한다.

다음으로, 수소 자동차의 충돌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그림 13의 실제 운행되는 차량을 대상으로 액체헬륨 (1

차), 액화수소 (2차)가 각각 충전된 (30 bar) 탱크를 탑재한 후 

전면부・후면부 충돌 테스트를 수행하였다. 해당 테스트의 결

과로 충돌 후 액화수소 탱크 내부 압력이 충돌 전과 동일하며, 

차량에 장착된 센서에서도 수소 누출이 감지되지 않는 등 액

화수소 탱크의 충돌 안전성을 확인하였다.

이외에도, 액화수소 저장탱크 사용압력 (700 bar) 상태에서 

화재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을 고려한 시험 결과, 시스

템 및 탱크에서 국부화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탱크가 파

열되지 않고 작동이 정상적으로 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차

량 기반시설 (충전소)에 대해 수소 누설 시의 안전성 평가, 실

차 화재시험 등을 수행하였다. 전술한 시험 과정들은 수소 안

전성 평가의 기본 토대로서 차량뿐만 아니라 일부 선박 안전

성 평가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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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연료공급시스템 고정성 시험

그림 13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 충돌시험 - 70% 부분 
후방추돌 시험(위) 및 40% 부분 정면충돌 시험(아래)

5. 결 론

본 특집기사에서는 수소 연료를 선박에 적용하기 위해 필

요한 기술을 액화수소 저장 및 공급의 관점에서 서술하였다. 

액화수소를 저장하기 위해 필요한 단열 기술에 대해 정의하고 

선박 탑재 액화수소 저장・공급 기술의 해외 프로젝트 사례를 

기술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자동차에 탑재되는 액화수소 저장

탱크의 안전성 성능평가 절차에 대해 소개하였다. 

기술적 분석에서 확인하였듯이 액화수소 저장・공급 기술

은 별개의 독립적인 기술이 아니라 LNG 저장・공급 기술과 

상당한 연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LNG 운반선, 추진선에 대

한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우리나라가 빠른 시일로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이다. 선박에 적용하는 대형 액

화수소 저장 기술의 경우 아직 완성품도 없을뿐더러 전 세계

적으로 합의된 기술이 없기 때문에 현재 해외 선진국은 수소

선박 분야의 연구 개발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와 지원을 진행

하고 있다. 해당 분야를 기술적으로 선점한다면 향후 온실가

스 저감을 위한 규제가 강제된 후 기술을 선도하고 관련 시장

에서의 국내 조선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 가능하다. 나아

가 선박용 액화수소 저장 및 공급 시장은 물론 장기적으로 수

소경제 구축과 관련된 에너지 산업에의 파급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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