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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Zr계 속수소화물  수소 장실린더의 성능특성 연구

A Study on Performance Characteristics of Ti-Zr Type Metal Hydrides and 

Hydrogen Storage Cylinders with the Hydrides

 김 기 열*

Kiyoul Kim

Abstract

  Recently fuel cell is considered to be a new technology that can substitute the ICE(Internal Combustion Engine) 
as well as overcome environmental issues. In military applications, fuel cell has an unique advantages, which are 
quietness, namely, stealth. The environmental requirement such as shock and vibration in military application, 
however, is very severe comparing to civilian demand. Especially, the safety concerning hydrogen storage is the 
most important problem. Among the candidate methods to store hydrogen, the metal hydride storage is promising 
method owing to the storage mechanism of chemical absorption of hydrogen to metal hydrides. In this study, the 
new composition of Ti-Zr type metal hydride(A composition) was suggested and investigated to increase the 
hydrogen storage capacity. For comparison, the hydrogen charge-discharge properties were investigated with the 
commercialized Ti-Zr type metal hydride(B composition) using PCT(Pressure-Composition-Temperature) measurement. 
Also two hydrogen storage cylinders were loaded with each metal hydride and their hydrogen charging and 
discharging characteristics were investigated.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new Ti-Zr type metal hydride has a 
slightly higher hydrogen storage capacity compared to commercial Ti-Zr type metal hydride.

Keywords : Hydrogen, Fuel Cell, Ti-Zr Type Metal Hydride

1. 서 론

  연료 지 시스템에서 고순도 수소의 공 은 연료

지 시스템의 효율을 증 시켜주며, 시스템의 내구성에 

향을 주기 때문에 고순도 수소를 효과 으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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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공 하는 방법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

고 있다. 재 수소를 장하는 방법에는 고압가스 수

소 장법, 액체수소 장법, 수소 장합 을 이용한 

장법 등이 있다. 고압가스 수소 장법은 수소 연료

지 시스템에서 가장 일반 으로 쓰이는 방법이지만 

수소 장 도가 낮으며, 액체수소 장법은 수소 액화

(-235 ℃)까지 온도를 낮추어 장하는 방법으로 수

소 액화를 한 많은 에 지 소모와 극 온용 용기를 

사용해야 하는 단 을 지니고 있다. 수소 장합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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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 장법은 수소 장합 과 수소의 가역반응을 

이용한 것으로 주변온도  압력에 따라 수소의 충 ·
방출 반응을 이용한 것이다. 한 수소 장합 을 이

용한 수소 장 기술을 용할 경우, 고순도의 수소를 

액화수소보다 높은 수소 장 도(약 2 wt.%)로 안

하게 장하여 연료 지 스택에 직  공  할 수 있

어 연료 지 시스템의 출력 성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료 지 스택의 백  매 사용량

을 낮출 수 있어 연료 지 시스템의 원가 감에도 

크게 기여 할 수 있다. 수소 장합 을 이용을 한 

수소 장용기를 제작할 경우 수소 장용량  수소화 

반응속도 등의 우수한 특성을 나타내는 수소 장합

의 설계와 제조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요하다
[1].

  수소 장합 은 재 여러 종류가 알려져 있으나 

이  고분자 해질 연료 지에 사용가능한 특성을 지

닌 수소 장합 은 Ti-Zr 타입으로 상온에서 수소 장 

 방출이 가능하며, 재 일부 실용화가 가능한 수

이다. 선진국의 경우 수소 장합 에 한 연구는 

 니 -메탈하이드라이드 지가 많이 사용되던 

시기에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재는 수소 장용

도로는 거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며 특

히 Ti-Zr 타입에 한 연구  실 도 재는 잠수함

용 수소 장용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국내의 경우 수소 장합 에 한 연

구가 고효율 수소사업단 과제로 수행 에 있으나 그 

결과를 용량 생산  실용화에는 아직 미흡한 수

이다.
  수소 장합 은 특정한 압력, 온도조건에서 수소와 

발열 반응하여 속 수소화물을 형성함으로써 수소를 

장하고, 속수소화물에 한 양의 열을 공 하면 

역 반응이 일어나면서 수소를 방출하는 특성을 가지

고 있다. 수소 장합 을 수소 장에 이용하기 해서

는 수소 장, 방출 시 수반되는 열을 히 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2].

  수소 장합 은 수소와 반응하여 속수소화물을 만

든다. 속수소화물들이 액체수소 이상의 도로 수소

를 장할 수 있으므로 고압가스로 수소를 장하는 

것보다 단 부피당 수소 장효율이 우수하여 수소

장용으로 속수소화물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속 

 합  M이 수소와 반응하여 속수소화물을 만드

는 반응에서 반응열을 △H라고 하면 다음과 같은 식 

(1)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일반 으로 수소를 흡수하는 

반응은 발열반응이며, 수소를 방출하는 반응은 흡열반

응이다. 반응은 수소의 압력과도 계하게 되므로 온

도  압력을 조 하여 수소를 장하거나 장된 수

소를 다시 방출시킬 수 있다
[3].

 (1)

  본 논문에서는 무기체계용으로 연구되는 연료 지 

시스템을 하여 수소 장합 을 이용한 수소 장기술

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먼  수소 장합 의 유

효 장량을 늘리기 하여 새로운 조성의 Ti-Zr 기본

계 수소 장합 을 제안하 고, PCT 성분분석  축소

형 장실린더의 성능 평가를 통해 상용품인 Ti-Zr 계 

수소 장합 과 비교 분석 하 다.

2. 실 험

가. 수소 장합  조성설계

  속간 화합물계 수소 장합 은 화학 인 안정성이 

높아 이에 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표 인 합

계는 LaNi5[4], Mg2Ni[5], 그리고 Laves phase[6] 합  등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마그네슘(Mg : Magnesium)계 수소

장합 은 작동온도가 200℃ 이상으로 상온에서 사용

하는 연료 지용 수소 장재료로는 당하지 않다. 
한 LaNi5 합 은 수소 장용량이 비교  크고 수소의 

흡수, 방출 특성이 뛰어난 장 을 가지지만 란탄(La : 
Lanthanum)의 가격이 높아 제조비용이 높을 뿐만 아니

라 반복 인 충 /방출 시에는 그 특성이 하되므로 

재는 La 신에 Misch metal을 치환하여 경제성을 높

이는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수소 장용량의 감소를 수

Table 1. Composition of metal hydrides(wt.%)

A조성 B조성

Ti 22 28

Zr 11 2.8

V 10 13.2

Mn 48 49.2

Cr 9 1.5

Fe 0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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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한다. 이에 반하여 Laves phase계 합  그 에서도 

티타늄(Ti : Titanium)계 수소 장합 은 기본 수소 장

용량이 1.8 ∼ 2.0 wt.%로 상온에서 사용하는 연료 지

용 수소 장합 으로 매우 유용한 합 계이다. Table 1
은 수소 장합 의 조성으로, 상용품인 B조성과 본 연

구에서 제안하는 A 조성을 나타낸다.

나. 수소 장합  성능분석

  수소 장합  평가를 한 장치와 측정 방법이 몇 

가지 있지만, 아직 기술 으로 완성된 장치  측정

방법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진공

유도용해로를 통해 용해된 수소 장합 에 해서 

PCT성능분석을 실시하 다. PCT 성능분석 장비는 부

피법(Sievert Method) 수소 장 방출특성 평가에 사용

되는 장비로 KS D0073[7]과 JIS H7201[8]에서는 부피법

을 사용하여 압력-조성-등온선을 측정하는 방법에 

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측정시료는 1 mm 
이내로 부피 충진율이 시료 용기의 5～20 %가 되도

록 0.1～100 g의 범 에서 사용하도록 규정한다. 한 

KS D8504와 JIS H7203에서는 폐쇄계 안의 수소가스

와 수소 장합 을 반복하여 반응시킴으로써, 수소

장합 의 특성변화를 시험하는 방법에 하여 규정하

고 있다. 부피법을 이용한 수소 장합 의 특성평가 

방법과 련하여 표 을 갖춘 나라는 한국(KS)과 일

본(JIS)이 유일하며, 부피법은 속수소화물에 국한되

어 있다.

 

Fig. 1. Testing equipments of PCT measurement

  본 연구에서는 KS D0073규격에 부합되도록 제작된  

PCT장비를 1 g의 수소 장합  분말을 3회에 걸쳐 활

성화(Activation)를 거치고 난 후 4회째에 수소 장특성

을 측정하 다. 활성화는 수소 장합 이 수소 장능

력을 발휘하기 한 과정으로, 최  진공을 가해 수소

장합  분말 장용기  수소 유로에 공기를 제거

하고 합  장용기를 가열하여 합 에 포함되어 있는 

불순물을 제거방법으로 세 차례에 거쳐 수소를 공  

방출함으로써 속과 수소와의 결합을 원활하게 유도

하는 과정이다. Fig. 1은 수소 장합 의 성능특성을 

측정하기 하여 분말형태로 분해한 수소 장합 과 

정  울을 통하여 일정량(수소 장합  1 g)을 계량

하는 모습  PCT 분석 장면을 나타낸다.

다. 수소 장합 의 용해

  수소 장합 의 용해를 하여 그라 이트(Graphite) 
도가니가 장착된 진공유도용해로(Vacuum Induction 
Melting)장비가 사용되었다. 진공유도용해로(VIM 
Furnace)는 수소 장합  등의 속을 진공 에 용해

하여 몰드(Mold)에 주입하여 생산하는 장치이며, 진동 

상태를 기하지 않고 원재료  부재료 공  등의 

일련의 공정을 수행할 수 있는 설비이다.

 

Fig. 2. VIM furnace and ingot type metal hydr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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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공용해로는 진공챔버(Vacuum Chamber), 진공배기

계, 밸   진공배 , 제어시스템(Vacuum Control 
System), 원공 장치(Induction Power Supply), 진공 

용해로체, 냉각장치 등으로 구성되며, 본 연구에 사용

된 진공 용해로는 최 진공도 10-5 torr를 갖는다. Fig. 
2는 A조성에 하여 진공용해로를 이용하여 제작된 

잉곳(Ingot) 형태의 수소 장합 을 나타낸다.

라. 수소 장실린더 설계  제작

  본 연구에서 제안한 수소 장합 의 실효성입증을 

한 방법으로 실제 수소 장합 을 포함하는 수소실

린더( 속수소화물 장 실린더)를 설계, 제작하 으며 

이를 충/방  시험을 통하여 기존의 수소 장합 을 

포함하는 수소 장합 과의 성능비교를 수행하 다.
  수소 장실린더는 수소(순도 99.999 % 이상)를 장 

 방출이 가능한 용기로, 수소의 유로로 사용되는 

속소결 필터, 내부 구성물을 둘러싸고 외부 냉각수와 

열교환을 한 실린더 용기로 구성되며, 외부 하 으

로부터 실린더 용기 내부의 내용물을 보호하고, 수소 

흡입 시 실린더 내부에 작용하는 압력에 충분히 항

할 수 있어야 하며 외부 냉각수와의 열교환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한다. 본 시험에 사용된 수소 장실린더는 

각각 493 kg의 수소 장합 을 장입하 으며, Fig. 3은 

수소 장실린더의 설계도로서 실린더 외형과 열교환핀

을 나타낸다. 열교환핀은 분말형태의 수소 장합 을 

둘러싸고, 외부 냉각수와 교환된 열을 실린더 내부로 

Fig. 3. Design drawings of metal hydride cylinder

충분히 달하기 해 실린더 내벽이 충분히 닿을 수 

있도록 설계하 다. 수소 흡⋅방출을 해 실린더 내

부 심부에 필터 튜 가 삽입되고, 입구 밸 (Straight 
Shut-off Valve)와 결속된다. 실린더 용기는 내식성과 

비자성을 지닌 SUS 316L을 사용하 으며, 용기의 두

께는 ASME(ASME Boiler & Pressure Vessel Code Sec. 
Ⅷ) 설계기 을 용하여 설계압력인 64 bar(abs.)에 

한 두께를 용하 다.

3. 결과  고찰

가. 합  PCT 분석결과

  Fig. 4의 그래  A는 A조성으로 제작된 수소 장합

의 PCT 성능분석 결과로 수소 충 시에는 8～11 
atm 평탄압력(Peq)에서 완만한 구간(Plateau)을 형성하며 

수소 충  종말(1.835 wt.%)에서 최고 압력 32.9 atm을 

나타낸다.
  A조성의 수소 장합 이 수소방출시에는 4～10 atm
에서 완만한 구간을 형성하며 수소 방출 조건인 2 atm
에서 0.181 wt.%의 성능을 나타내며, A 조성 수소 장

합 의 가용 장량은 1.654 wt.% 이다. Fig. 4의 그래

 B는 동일조건으로 수행된 B(기존)조성의 수소 장

합 의 PCT 성능분석 결과로 수소 충 시에는 6～11 
atm 압력에서 완만한 구간을 형성하며 수소 충  종말

(1.818 wt.%)에서 압력 30.6 atm을 나타낸다. 최고 압력

은 33.0 atm으로 최  충  시  이 에 도달하 다. 
B조성의 수소 장합 이 수소 방출시에는 3～10 atm 
평탄압력에서 완만한 구간을 형성하며 방출 완료시

인 2 atm에서 0.255 wt.%를 나타내었다. B 조성 수소

장합 의 m)과 크롬(Cr : Chromium)이 합 의 분자

구조에서 평탄구간을 넓히는 효과가 있는가용 장용

량은 1.563 wt.% 이다.
  PCT 분석 결과 A조성이 B조성에 비해서 수소 충

시 더 높은 압력에서 완만한 구간을 갖으며, 완만한 

구간이 넓게 나타난다. 이와 같이 완만한 구간이 넓어

지면서 A조성의 수소 장합 이 B조성에 비하여 가역 

수소 장용량이 0.09 wt.%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조성 수소 장합 이 B조성 수소 장합 보다 가역

용량이 증가한데에는 충 용량이 증가(약 1 %) 보다는 

수소의 방출시 완만한 구간의 증가(약 20 %)에 결정  

이유가 있으며, 이에 한 원인은 기존조성보다 많은 

함량이 포함되어 있는 지르코늄(Zr : Zirconiu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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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된다. 하지만 A조성 수소 장합 의 도는 6.52 
kg/m3이고 B조성 수소 장합 의 도는 6.50 kg/m3으

로 동일 부피당 무게가 3.3 % 이상 증가할 것으로 

측된다. 본 성능분석을 통하여 새로이 개발한 A조성의 

수소 장합 이 기존의 B조성 수소 장합  비하여 

동등이상의 성능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수소 장합 의 PCT분석에 하여 재 성  분석 

결과의 신뢰성 확인을 해 연속 3회에 거쳐 PCT 성

능분석을 수행하 으며, Fig. 5는 A 조성 수소 장합

의 PCT 성능분석 결과로 3회가 오차 범  ±1 % 이내

로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시험결과 3회 평균 수소 장

용량은 1.832 wt.%이며, 이때의 최  압력 32.6 atm이

A

B

 Fig. 4. Comparison of PCT curves between A 

composition and B composition metal hydride

Fig. 5. PCT measurement result of A composition metal 

hydride

다. 수소방출 최  압력인 2 atm에서 평균 잔존 수소

용량 0.185 wt.%로 평균 1.647 wt.%의 가역용량을 보

인다. Fig. 6은 B조성 수소 장합 의 PCT 분석결과를 

나타내며, 3회 연속 수행에 따른 오차는 ±1 % 이내로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시험결과 3회 수행에 따른 평균 

수소 장용량 1.810 wt.%이며, 최고 압력 33.2 atm으로 

측정되었다. 수소방출 최  압력인 2 atm에서 평균 잔

Fig. 6. PCT measurement result of B composition metal 

hydride

Table 2. Comparison of PCT measurement result 

between A composition and B composition 

metal hydride

항  목 A조성 B조성

주요성분 Ti-Zr-V-Cr-Mn Ti-Zr-V-Fe-Mn

최 용량

(wt.%) 1.832 1.810

최고압력

(atm) 32.6 33.2

잔존용량

(wt.%) 0.185 0.256

가역용량

(wt.%) 1.647 1.555

반응열

(kcal/mol H2)
Absorption = 6.33 
Desorption = 7.16 -

 도

(kg/m3) 6.52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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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s Control System

Vacuum System

Water Bath System

Fig. 7. Schematic of hydrogen storage cylinder test equipment

존 수소용량은 0.256으로 평균 1.555 wt.%의 가용 수소

장용량을 보인다.

나. 수소 장실린더의 성능평가

  수소 장실린더의 성능평가를 한 장치의 구성도를 

Fig. 7에 나타내었다. 성능평가 장치는 수소의 충/방  

유량을 0～500 liter/min(2.5 kg H2/h)으로 제어 가능 하

고 매 순간 수소유량을 산하여 실린더의 충,방출량

과 충 시간을 평가하는 수소 질량유량 제어시스템

(Mass Control System), 수소 장실린더의 운  온도를 

설정하는 냉각수 시스템(Water Bath System), 수소 공

라인의 진공배기함으로써 수소 장 실린더 내부 합

의 오염을 최소화하고 기 수소 장실린더의 활성

화시에도 이용하는 진공 시스템(Vacuum System)으로 

구성된다.
  수소충 실험 시, 탱크로리에서 공 되는 고압 수소

는 라인 상에 설치된 1차 귤 이터에서 약 64 bar이
하로 감압된 후 질량유량 제어시스템을 통과하여 수소

장실린더에 공 된다. 이때 냉각수 시스템은 수소의 

원할한 충 을 하여 수소충 시 발생하는 반응열은 

제거하여 수소 장실린더 온도가 32 ℃로 유지되도록 

제어한다.
  수소방출시험의 경우에는 수소 장실린더에 충 된 

수소가 질량 유량 제어 시스템을 통해 일정량 배출되

며, 수소 방출 유량은 실시간으로 계측하여 산된다. 
방출 시 압력은 연료 지 스택 앞단에 장착되어지는 

귤 이터의 작동가능 압력을 고려하여 3 bar로 조정

하 다. 이때 냉각수 시스템은 수소의 원활한 방출을 

하여 외부 히터을 사용하여 수소 장실린더 온도가 

45 ℃로 유지되도록 제어한다. 따라서 수소 장실린더

의 성능평가 기 은 실린더의 구조설계  작동 역을 

고려하여 상한 압력을 63 bar, 하한 압력을 3 bar로 설

정하 다. 수소의 유량 측정은 Micro-Motion사의 유량

계(CMF010M313)가 사용되었으며, Air Bellows 밸 는 

Swagelok 사의 (SS-HBS4), Needle 밸 와 Check 밸  

 Relief 밸 는 Parker사의 6A-V6LN-SS, 4A-C3L-SS, 
4A-RH4A-VT가 각각 사용되었다. 시험에 사용된 압력

센서(P/S)의 정 도는 0.25%FS, 온도센서(P/S)의 정 도

는 0.1 % ±0.2 ℃이며, DAQ는 2,500 Hz의 처리속도이

며, 열 (T/C) 15 Hz, 압력센서(P/S) 15 Hz로 측정되

었다. 각각의 수소 장실린더의 성능비교를 하여 측

정된 질량유량  부피유량은 산하여 량을 나타

냈다.

다. 수소 장실린더 성능평가결과

  성능평가를 수행하기 해서는 실린더 내부의 산화

된 수소 장합 의 성능을 복원하는 활성화(Activation)
단계가 필요하다. 실린더의 활성화는 먼  진공배기로 

실린더 내부  유로의 공기를 제거하고 냉각수 시스

템을 이용하여 45 ℃ 이상으로 가열하여 함 에 포함

된 불순물을 제거한 후 고압수소로 충 하고 다시 진

공배기로 공기를 제거하는 작업으로 총 3차에 거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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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수행하 다. 성능평가결과 A합 의 수소 장실린더

는 63 bar 압력에서 9.11 kg의 수소를 충 하고, 3 bar
가 되는 시 까지 7.83 kg의 수소를 방출하 다. 상용

합 인 B합  수소실린더는 63 bar 압력에서 수소 충

량은 9.37 kg으로 측정되었고, 3 bar가 되는 시 까

지 7.74 kg의 수소를 방출하 다. A조성과 B조성 수소

장실린더의 충 특성은 Fig. 8과 Fig. 10에 나타내었

으며, A합 의 경우 실린더 내압이 B합 에 비해 먼  

고압(60 bar 이상)에 도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냉각시스템의 고장에 따른 수소 장실린더의 주변의 

냉각수 온도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단된다. A합 의 

경우 냉각수 온도가 32도로 정확히 제어가 되었으나, 
B 합 의 경우 냉각수가 과도하게 냉각되어 11도로 

유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변온도가 낮을 때 수

소 장 성능이 좋아지는 특성으로 인하여 B합  실린

   Fig. 8. Hydrogen charge result of A composition 

cylinder

  Fig. 9. Hydrogen discharge result of A composition 

cylinder

더가 A합  실린더에 비해 약 2.8 % 수소 장량이 많

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동일 온도조건(45 ℃)에서 수행

된 수소방출 시험에서는 A합  실린더가 B합  실린

더에 비해 약 1.3 % 많은 수소를 배출하 다. Fig. 9와 
Fig. 11은 각각 A합  실린더와 B합  실린더의 수소 

방출 결과를 나타낸다. 수소 장실린더의 성능평가결

과 A합 은 7.83 kg의 수소를 방출하며 1.588 wt.%의 

가역용량을 보 고, B합 은 7.74 kg의 수소를 방출하

며 1.570 wt.%의 가역용량을 보인다. PCT 성능 분석결

과와 수소 장실린더의 시험결과를 모두 분석해 보면, 
A합 이 B합 보다 모두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A합 은 PCT 실험에서 B합

보다 약 5.6 % 정도 높은 성능을 보여주었으나, 수

소 장실린더의 실험에서는 약 1.1 %의 성능향상만 보

여주었다. 이러한 성능 향상의 차이는 크게 두 가지 

   Fig. 10. Hydrogen charge result of B composition 

cylinder

  

 Fig. 11. Hydrogen discharge result of B composition 

cyli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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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으로 분석할 수 있었다. 먼  B합 의 수소 장실

린더 평가시 냉각수 시스템의 고장에 따라 냉각수 온

도를 32 ℃로 유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만약 B합

이 32 ℃로 유지되면서 수소가 충 되었다면 더 은 

양의 수소가 충 되었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PCT 실

험의 경우시료의 무게가 1 g이자만 수소 장실린더의 

시료 무게는 435 kg이므로 확장인자(Scaling Factor)가 

무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 을 감안

하더라도 A합 의 성능이 B합 보다 우수하다고 단

할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조성의(A합 ) 수소 장합

의 PCT 성능분석을 통해 성능특성을 악하고, 축소형 

수소 장실린더를 제작, 성능평가를 수행하여 실효성

을 입증하 다.

1. 새로운 A조성(Ti0.22-Z10.11-V0.1-Mn0.48-Cr0.09)의 수소 장

합 을 개발하여 B조성의 상용합 (Ti0.28-Zr0.28-V0.132- 
Mn0.492-Cr0.015-Fe0.033)과 성능특성비교를 수행하 다.

2. 수소 장합 의 PCT 성능분석 결과 A조성 합 이 

1.647 wt.% 가역용량, B조성 합 이 1.555 wt.% 가

역용량으로 약 5.6 % 이상 높은 가역용량을 보 다.

3. 동일한 질량의 수소 장합 으로 축소형 수소실린

더를 설계, 제작하여 성능평가를 수행한 결과 A합

은 7.83 kg의 수소를 방출하며 1.588 wt.%의 가역

용량을 보 고, B합 은 7.74 kg의 수소를 방출하며 

1.570 wt.%의 가역용량을 보임으로써 약 1.1 %의 

향상된 결과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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