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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환경오염의 심각성이 부각되면서 화석 연료에서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 시점에 직면해 있으며, 재생 에너지 수요는 점점 증

가하여 현재의 화석 연료 수준에까지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재
생 에너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는 에너지원 탐색뿐 아니라 에너지 

저장 매체 및 이산화탄소 무배출까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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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액체 수소는 기체 수소 부피의 약 1/800로 감소시킬 수 있어 동일 압력에서 기체 수소 대비 800배의 체적 에너지 밀도
를 가지고 있고, 기체 수소에 비해 폭발 위험성이 낮고 수송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수소 액화를 위해서는 
대규모 시설투자가 필요하고, 단순 압축 저장방식에 비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함으로써 경제성 문제가 수반된다. 따라
서 에너지 절감형 수소액화공정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소 액화를 위한 주요 공정으로 
헬륨/네온(몰 비 80 : 20) 냉동사이클을 선정하고 화학공정모사기 AVEVA 사의 PRO/II ver. 10.2를 이용하여 공정모사 
및 에너지 사용량을 도출하였다. 수소 액화를 위해 헬륨/네온 냉동사이클만을 사용하는 경우, SMR+헬륨/네온 냉동사
이클을 사용하는 경우, C3-MR+헬륨/네온 냉동사이클을 사용하는 경우 에너지 사용량을 상호 비교하였다. 그 결과 수
소 1 kg을 액화하는데 소요되는 압축기 총 소요 동력은 각각 16.3, 7.03, 6.64 kWh이었다. 헬륨/네온 냉동사이클만을 
사용하는 것보다 상용화되어 있는 SMR 공정이나 C3-MR 공정을 사용하여 예냉하는 경우 에너지를 크게 절감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Abstract
Compared to gaeous hydrogen, liquid hydrogen has approximately 1/800 volume, 800 times higher volumetric energy density 
at the same pressure, and the advantage of lower explosion risk and easier transportation than gaseous hydrogen. However, 
hydrogen liquefaction requires larger scale facility investment than simple compression storage method. Therefore, the research 
on energy-saving hydrogen liquefaction processes is highly necessary. In this study, helium/neon (mole ratio 80 : 20) re-
frigeration cycle was investigated as the main refrigeration process for hydrogen liquefaction. Process simulation for less en-
ergy consumption were carried out using PRO/II with PROVISION V10.2 of AVEVA. For hydrogen liquefaction, energy 
consumption was compared in three cases: Using a helium/neon refrigerant cycle, a SMR+helium/neon refrigerant cycle, and 
a C3-MR+helium/neon refrigerant cycle. As a result, the total power consumptions of compressors required to liquefy 1 kg 
of hydrogen are 16.3, 7.03 and 6.64 kWh, respectively. Therefore, it can be deduced that energy usage is greatly reduced 
in the hydrogen liquefaction process when the pre-cooling is performed using the SMR process or the C3MR process, which 
have already been commercialized, rather than using only the helium/neon refrigeration cycle for the hydrogen liquefac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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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관점에서 최근 수소의 필요성 및 활용성이 증대되고 있다[1-3]. 수
소의 경우 이미 수송 부분에서는 상용화가 시작되어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가 등장하였으며, 발전 부분에서는 현재의 연료전지 발전 기술

이 상용화에 이르면 시장은 더욱 성숙할 것으로 예측된다[4]. 따라서 

수소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수소의 대용량 생산, 저장 및 수송이 동시

에 이루어져야 한다.
수소 저장 방법으로는 물리적 저장(physical storage), 화학적 저장

(chemical storage)이 일반적이며, 물리적 저장 방법으로는 기본적으로 

압축 수소(compressed hydrogen), 액화 수소(liquid hydrogen) 및 냉동-
압축 수소(cryo-compressed) 저장 등 3가지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5-7].
수소를 순수한 분자 상태로 저장할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기상 또는 액상의 형태로 저장하는 방법이다. 수소는 지구상에 존재

하는 가장 가벼운 물질로 매우 낮은 밀도를 가지고 있어, 수소 저장을 

위해서는 일, 열 또는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하여 밀도를 증가시켜

야만 한다[8]. 압축 이외에 액상의 형태로 수소를 저장하게 되면 밀도

를 증가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높은 저장도를 얻을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5]. 
액체 수소는 극저온 상태(대기압 기준 20.0 K)로 냉각하여 액화된 

수소로 부피를 기체 수소 대비 약 1/800로 감소시킬 수 있다[5,9-10]. 
액체 수소는 대기압 하에서 대용량 저장이 가능하고, 저장 용기의 안

전성이 좋아지며 온도가 낮아 기존 고압 기체 수소에 비해 폭발 위험

성이 낮다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 그렇지만 고압 기체 저장과 비교하

여 수소 액화 공정이 추가되기 때문에 이론상 1 kg의 액상의 수소를 

얻기 위해서는 약 4~10 kWh 이상의 에너지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1]. 그럼에도 불구하고 1950년대와 1970년대에 대규모 수소 액

화 플랜트가 NASA를 위해 건설되었으며, 1970년대 후반부터 대규모 

수소 액화 플랜트와 관련된 여러 연구가 발표되어 현재 일본,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가동 중에 있다[8,12]. 
따라서 수소 액화 공정을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수소 액화 공정에서 

수소를 액화하는데 사용되는 에너지 줄이는 것이 가장 필요한 실정이다.
Figure 1에는 액체 수소를 이용하여 수소 생산 공정에서 수소 충전

소(hydrogen station)로 수소를 운송하는 방법을 개략적으로 나타내었

다. Figure 1을 보면 수소 생산 공정(hydrogen production process)에서 

생산된 기체 수소를 수소 액화 공정(hydrogen liquefaction process)을 

통해 액체 수소(18.3 K, 0.20 MPa)로 만든 후, 차량을 이용해 수소 충

전소로 운송한다. 그다음 증발기(evaporator)를 통해 고압용 수소(hight 
pressure hydrogen, 70.00 MPa)와 저압용 수소(low pressure hydrogen, 
35.00 MPa)로 나누어 저장한다. 수소 액화를 위해서는 0.20 MPa 압력

에서 22.8 K 이하의 초저온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초저온 냉매를 통해 

열을 연속적으로 회수해주는 냉동사이클이 필수적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초저온에서 수소를 액화하기 전 LNG 냉열을 이용

하여 예냉(pre-cooling)을 하는 연구가 보고된 바 있으며, 다양한 MR 
(mixed refrigerant) 조성의 냉동사이클 공정을 이용해서 예냉을 하는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13-17]. 본 연구에서는 LNG나 BOG 액화 공정

으로 잘 알려져 있는 SMR (single mixed refrigerant)과 C3-MR (propane 
pre-cooled mixed refrigerant) 냉동사이클 공정을 수소 액화 공정에서 

예냉 공정으로 응용하였다. 수소 액화 공정에서 수소를 원하는 온도

(85 K)까지 예냉하기 위해서 MR 조성은 사례분석(case study)을 통해 

변경하였다. 또한, 예냉 없이 바로 헬륨/네온 냉동사이클만 사용하는 

경우와 SMR 냉동사이클을 통해서 예냉하고 헬륨/네온 냉동사이클을 

사용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C3-MR 냉동사이클을 통해서 예냉하고 헬

륨/네온 냉동사이클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에너지 소모량을 비교

함으로써 예냉 방식에 따른 에너지 절감 정도를 나타내고자 하였다. 
한편, 3가지 방식의 냉동사이클 공정을 모사하고 에너지 소모량을 도

출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상용성 화학공정 모사기 중 하나

인 AVEVA 사의 PRO/II version 10.2를 사용하였다.

2. 이론 배경

본 연구에서는 전산모사를 위한 열역학 모델식으로 Peng-Robinson 
상태방정식[18]을 사용하였다. Peng-Robinson 상태 방정식은 비이상

성이 큰 실제 기체에 대한 거동과 다양한 성분들에 대해 순수 및 혼합 

물성들을 잘 예측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식 (1)과 같다.

 = 




 (1)

식 (1)에서 와 는 energy parameter와 size parameter로 임계온도와 

임계압력의 함수로써 식 (2)와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Figure 1. A schematic diagram of hydrogen transport flow using a hydrogen station using liquid hydro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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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Vapor pressure prediction for H2 using Peng-Robinson 
(original alpha function).

 = 




(2)

 = 

 (3)

식 (1)에서 는 alpha function으로써 순수 성분의 온도에 따른 증기

압을 잘 추산하기 위해 도입한 각 성분의 환산온도와 편심 인자의 함

수로 원식은 식 (4)와 같이 표현된다.

 =    (4)

식 (4)의 편심 인자() 앞의 계수들은 주로 제한된 종류의 탄화수소 

성분들의 온도에 따른 증기압 실험 데이터를 모두 모아서 회귀분석을 

통해서 결정한 것이다. 따라서 탄화수소 성분 이외 성분들에 대한 증

기압 추산에 적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또한, 본 연구와 같이 초저

온에서 수소를 다루는 공정에서는 초저온 영역에서 수소의 증기압 추

산이 매우 중요한데 위의 식 (4)를 통해서는 제대로 추산할 수 없다. 
Figure 2에는 식 (4)를 사용하여 초저온 영역에서 온도에 따른 수소의 

증기압 추산 결과를 문헌을 통해 찾은 실험 데이터[19]와 비교하여 나

Figure 3. A snap shot of alpha coefficients window in PRO/II sho- 
wing availability of user parameters.

타내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성분 각각

에 대해서 다른 계수를 사용하는 Twu alpha function을 사용하였으며

[20], 식 (5)에 나타내었다. 또한, 문헌을 통해 찾은 실험 데이터를 회

귀 분석하여 Twu alpha function의 계수인 ,  및  값을 새롭게 

정의하였다. PRO/II 내에는 상태방정식에 대해서 다양한 alpha func-
tion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option) 기능 있으며, Figure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각 순수 성분들에 대해서 Twu alpha function의 계수인 , 
 및  값을 사용자가 입력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Table 1에
는 새롭게 정의한 수소의 ,  및  값과 실험 데이터 출처를 나타

내었다. 그리고 Figure 4에는 새롭게 정의한 계수와 Twu alpha func-
tion을 통해 초저온 영역에서 온도에 따른 수소의 증기압 추산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밖에 혼합냉매 구성성분(질소, 메탄, R14, 에틸렌, 에탄, 
프로판, 노멀부탄)들에 대해서 PRO/II에 내장되어 있는 Twu alpha 
function의 계수 값을 사용하였다.

 = 
   exp

  (5)

식 (6)과 식 (7)에는 각 순수 성분들에 대해 단위 몰당 정해지는 와 

로부터 혼합물을 이룰 때의 와 를 정의하기 위한 혼합규칙

Component   
Reference of experimental 

data source

H2 0.71890 2.54110 0.20000 [19]

N2 0.57642 0.90935 0.67650 

Built-in PRO/II

CH4 0.11949 0.90402 0.20000 

R14 2.28039 2.67101 0.13543 

C2H4 0.13788 0.86566 0.20000

C2H6 0.20910 0.86806 1.68750 

C3H8 0.21530 0.84978 1.81079 

n-C4H10 0.16255 0.85684 2.41647 

C5H12 0.82006 0.92282 0.87553 

Table 1. The Coefficients for the Twu Alpha Function in Equation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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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Value

Hydrogen gas flowrate (kg/s) 1

Hydrogen product concentration (mol%) 99.999

Hydrogen product temperature (K) 310.0

Hydrogen product pressure (MPa) 2.1

Table 2. Conditions of Gaseous Hydrogen Products Produced by 
Natural Gas Reforming

Figure 4. Vapor pressures prediction H2 using Peng-Robinson (Twu 
alpha function).

(mixing rule)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혼합규칙이란 혼합물의 특성을 

정의하기 위한 공식을 의미한다.


 = 









 (6)

 = 


 (7)

식 (7)을 보면 각 순수 성분의 몰 당 부피의 합은 혼합체의 부피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식 (6)에서 성분 ‘’와 성분 ‘’ 사이의 

이성분계에 대한 energy parameter인 에 대해서는 van der Waals 혼
합규칙(mixing rule)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식 (8)과 같다.

 = 



  (8)

식 (8)에서 는 이성분계 상호작용 매개변수로써 각각의 이성분계

간에 기액 상평형 실험 데이터를 잘 추산하도록 회귀분석을 통해서 

결정된다. 이성분계 상호작용 매개변수는 PRO/II version 10.2에 내장

되어있는 값을 사용하였다.

3. 전산모사

사용한 수소원료는 천연가스 개질반응을 통해 99.999 mol%의 기체 

수소를 시간당 3,600 kg 정도 생산하는 수소생산 공정의 제품을 대상

으로 하였으며, Table 2에 제품의 조건을 나타내었다.

Figure 5. A schematic diagram of the simulation method in this study.

본 연구의 연구방법을 Figure 5에 도식적으로 나타내었다. Figure 5
를 보면 수소 생산 공정에서 생산된 기체 수소(2.1 MPa, 310.0 K)를 

0.11 MPa의 압력 하에서 온도 20.5 K 정도까지 낮추기 위한 공정으로 

3가지 공정을 선정하였다. 첫 번째(Case I)는 헬륨 냉동사이클만을 사

용하는 공정이고, 두 번째(Case II)는 SMR 냉동사이클을 통해서 예냉

하고 헬륨 냉동사이클을 사용하는 공정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Case III)는 C3-MR 냉동사이클을 통해서 예냉하고 헬륨 냉동사이클

을 사용하는 공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사모사 및 최적화를 통해서 

3가지 공정에 대한 에너지 사용량을 도출하고 상호 비교를 통해서 가

장 효율적인 공정을 선정하였다. 이때, 순수한 헬륨 대신에 헬륨/네온

을 80 : 20 몰 비율로 혼합해서 사용함으로써 냉매의 온도는 23.5 K 
정도까지 낮출 수 있으면서 압축기 소요 동력은 더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가스 압축 시 다단 압축공정과 inter cooler를 사용함으

로써 압축기 소요 동력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중간 압력을 최적화

시키면서 다단으로 압축하게 되면 압축기의 소요 동력을 최소화할 수 

있다. Himmelbrua[21] 식에 의하면 첫 번째 압축비와 두 번째 압축비

가 같을 때 총 소요 동력이 최소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식은 

(9)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압축비를 최대 3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면

서 식 (9)를 통해 압축비를 결정하였다.



 


 = Compression ratio (9)

여기서 은 discharge pressure, 은 suction pressure이고 은 

stage의 개수를 나타낸다.

3.1. 헬륨/네온 냉동사이클을 이용한 수소 액화 공정 전산모사(Case I)
첫 번째 공정은 기체 수소(310.0 K, 2.1 MPa)를 예냉 없이 헬륨/네온 

냉동사이클만을 이용하여 액체 수소(20.5 K, 0.11 MPa)로 만드는 공

정으로 공정에 대한 개념도는 Figure 6에 나타내었다. 그리고 Table 3
에는 주요 흐름(stream)에 대한 열 및 물질 수지 결과를 나타내었다.

Figure 6을 보면 헬륨/네온 냉매는 15단의 헬륨/네온 압축기(15-stage 
inter cooled He/Ne compressor train), 헬륨/네온 냉매 예냉기(He/Ne 
refrigerate pre-cooler, C301) 및 팽창 터빈(expansion turbine, EXP301)
을 통해 수소 액화기(hydrogen liquefier, E302)로 공급되어 진다. 헬륨/
네온 압축기는 헬륨/네온을 약 73.0 MPa까지 가압하여 헬륨/네온 예

냉기로 이송하는 역할을 한다. 이때 에너지 소모량을 최소로 줄이기 

위해서 다단압축 공정이 많이 사용된다[15]. 본 연구에서는 15단 압축

과 함께 inter cooler를 사용함으로써 최대한 에너지 소모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헬륨/네온 냉매 예냉기는 수소 액화기에서 나오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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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 K의 헬륨/네온 냉매와 열 교환을 시켜 약 75.0 K까지 냉각이 되도

록 하고 냉각된 헬륨/네온 기체는 팽창 터빈을 통해 약 0.16 MPa 정도

까지 팽창되면서 온도는 23.5 K 정도까지 냉각된다. 그리고 23.5 K 정
도로 냉각된 헬륨/네온 냉매는 수소 액화기로 공급되어서 수소의 온

도를 26.5~27.0 K 정도까지 냉각한다. 헬륨/네온 냉매를 통해서 26.5 
K 정도로 냉각된 수소는 수소 팽창기(H2 liquid expender)에서 압력이 

8.00 MPa에서 0.11 MPa로 팽창되면서 온도는 약 20.5K으로 냉각되고 
기-액 분리기로 유입된다. 기-액 분리기에서 발생된 기상은 수소 증발

가스 압축기(H2 flash-gas compressor)를 통해서 1.3 MPa로 압축된 후 

다시 수소 액화기로 유입되어 26.5 K까지 냉각되고 액상이 된다. 액화

된 수소는 팽창밸브를 통해서 0.11 MPa로 단열팽창하고 온도는 약 

20.5 K 정도로 냉각되면서 기-액 분리기로 다시 유입되는 사이클로 

이루어져 있다. 수소 액화를 위해 헬륨/네온 냉매는 23.5~70.0 K 이내

의 초저온으로 유지되어야 하므로 단열을 위해 모든 설비가 CB (cold 
box) 안에 들어가 있으며, CB 내부가 초저온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CB 내부 상단과 내부 바깥 면에 액체 질소조가 설치되어 진다.
한편, 온도가 낮아짐에 따라 수소는 오르토(ortho)에서 파라(para) 수

소로 자발적 변환이 일어나는데, 이 반응은 매우 느려서 수소 액화 후

에도 일어난다. 문제는 이 반응이 발열 반응이어서 액체 수소저장조

(LH2 storage tank)를 아무리 단열을 잘 시킨다 하더라도 수소 증발을 

1) H2 line

Stream name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Temperature (K) 310.00 387.17 310.00 387.37 310.00 26.50 20.46 20.46 46.87 26.50 20.46 20.46 

Pressure (MPa) 2.10 4.10 4.10 8.00 8.00 8.00 0.11 0.11 1.30 1.30 0.11 0.11 

Component kg/h kg/h kg/h kg/h kg/h kg/h kg/h kg/h kg/h kg/h kg/h kg/h

H2 3,600.0 3,600.0 3,600.0 3,600.0 3,600.0 3,600.0 3,600.0 561.2 561.2 561.2 561.2 3,600.0 

Total 3,600.0 3,600.0 3,600.0 3,600.0 3,600.0 3,600.0 3,600.0 561.2 561.2 561.2 561.2 3,600.0 

2) He/Ne line

Stream name 301 302 303 304 305

Temperature (K) 307.98 310.00 75.00 23.49 67.70 

Pressure (MPa) 0.15 7.30 7.30 0.16 0.16 

Component kg/h kg/h kg/h kg/h kg/h

He 55,993.1 55,993.3 55,993.3 55,993.3 55,993.3 

Ne 70,574.3 70,574.6 70,574.6 70,574.6 70,574.6 

Total 126,567.4 126,568.0 126,568.0 126,568.0 126,568.0 

C101 : 1st compressor
FT301 : Helium oil removal skid
C102 : 2nd compressor
A301 : LN2 absorber

E101 : Inter-cooler
EXP301 : He/Ne expender
E102 : Hydrogen cooler
EXP302 : H2 liquid expender

E301 : Helium ref. heat exchanger
CT301 : He/Ne compressors train
E302 : Hydrogen liquefier 

Figure 6. A schematic diagram of a hydrogen liquefaction process using only helium refrigerator.

Table 3. Heat and Material Balance for a Hydrogen Liquefaction Process Using Only Helium Refrig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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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Unit Stage Outlet 
pressure (bar)

Actual work 
(kWh)

Helium
ref.

15-Stage inter 
cooled He/Ne 

compressor 
train

(η = 0.85)

1 1.94 3,996.64

2 2.52 4,023.86

3 3.26 4,025.18

4 4.23 4,026.89

5 5.48 4,029.10

6 7.10 4,031.98

7 9.19 4,035.70

8 11.91 4,040.53

9 15.43 4,046.79

10 19.99 4,054.90

11 25.91 4,065.41

12 33.56 4,079.04

13 43.49 4,096.71

14 56.34 4,119.62

15 73.00 4,149.34

Total actual work 60,821.67

H2 flash-gas compressors (η = 0.80) 50.51 

He/Ne expender (η = 0.85) 4,899.48 

H2 liquid expender (η = 0.90) 86.03 

Total actual work 55,886.68 

H2 feed compressors
(η = 0.85)

C101 1,124.82

C102 1,141.19

Total actual work 2,266.01

Ortho-para converter energy1) 525.6

Specific power for produced LH2 Value

Produced LH2 3,600 kg/h

Compressor power for produced LH2 16.30 kW/kg-LH2

1) Ortho-para converter energy = 0.146 kWh/kg[29].
η = Adiabatic efficiency.

Table 4. Summary of the Simulation Results of a Hydrogen Li- 
quefaction Process Using Only Helium Refrigerator

발생시킨다[26]. 따라서 수소 액화 공정에서는 수소 온도를 낮추면서 

수소를 평형상태로 전환시켜 주는 오르토-파라 전환 반응기(ortho-para 
converter)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앞서 선정한 3가지 공정에 대해서 

에너지 사용량을 비교하고 수소 예냉 방식에 따른 효율적인 액화 공

정을 선정하는 것이므로 오르토-파라 수소 전환으로 인해 발생되는 에

너지를 0.146 kW/kg[29]으로 고정하고 3가지 공정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예냉 공정 없이 헬륨/네온 냉동사이클만 사용하여 수소를 액화하는 

수소 액화공정에 대한 전산모사 결과를 Table 4에 나타내었다. Table 
4를 보면 헬륨/네온 냉동사이클에서 15단의 압축기의 총 소요 동력은 

60,821.67 kWh 정도였으며, 수소 증발 가스 압축기의 소요 동력은 약 

50.51 kW 그리고 헬륨/네온 팽창기와 수소 액화 팽창기의 발생 동력

은 각각 4,899.48과 86.03 kW이었다. 또한, 수소원료를 2.1 MPa에서 

8.0 MPa로 2단 압축하는데 소요되는 동력은 약 2,266.01 kW이었으며, 
수소를 액화하면서 오르토-파라 수소 변환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열량

은 525.6 kW가 되었다. 결국, 기체 수소 1 kg을 액화하는데 약 16.30 

Figure 7. Composite curves of the heat exchanger E302 in a hydrogen 
liquefaction process using only helium refrigerator.

kW/kg-LH2 정도의 압축기 동력이 소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7에는 헬륨/네온 냉동사이클만 사용하는 수소 액화공정에서 

수소 액화기(hydrogen liquefier, E302)에 대한 heating & cooling curve
를 나타내었다. Figure 7을 보면 hot side와 cold side 간에 열 교환되는 

heat flow는 3.921 Gcal/h인 것을 알 수 있다.

3.2. SMR+헬륨/네온 냉동사이클을 이용한 수소 액화 공정 전산모

사(Case II)
두 번째 공정은 SMR 냉동사이클을 이용하여 수소 기체를 예냉을 

하고, 헬륨/네온 냉동사이클을 이용하여 수소를 액화하는 공정으로 공

정에 대한 개념도는 Figure 8에 나타내었다. 그리고 Table 5에는 주요 

흐름(stream)에 대한 열 및 물질 수지 결과를 나타내었다.
Figure 8을 보면 혼합냉매를 이용하는 SMR을 이용하여 수소 기체

의 온도를 약 85.0 K 정도로 예냉하고, 수소를 액화하기 위한 온도까

지는 헬륨/네온 냉동사이클 이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SMR은 혼합냉매를 이용하는 냉동사이클 중에 하나로써 냉매의 조

성에 따라서 혼합 냉매의 온도를 초저온까지 낮출 수가 있다[27]. 
SMR 혼합냉매로는 주로 질소, 메탄, 에탄, 프로판 등을 사용하는데, 
본 연구에서 수소의 온도를 85.0 K 근방까지 낮추기 위해서 냉매 구

성성분 및 조성을 Table 6에 나타낸 바와 같이 새롭게 결정하였다.
Figure 8과 Table 5를 보면 혼합냉매는 3단 압축공정을 통해서 1.503 

MPa 정도까지 압축되며, 예냉과 줄-톰슨 팽창밸브를 통해서 온도가 81.4 
K 정도까지 낮아진다. 이러한 혼합냉매를 이용하여 수소 기체의 온도

를 약 85.0 K까지 냉각하게 된다. SMR을 통해서 85.0 K까지 냉각된 

수소 기체는 헬륨/네온 냉동사이클을 통해서 26.5 K까지 냉각되고 팽

창기(H2 liquid expender)를 통해 최종 20.2 K, 0.11 MPa 조건에서 액

상으로 저장된다.
이 공정에 대한 전산모사 결과는 Table 7에 나타내었다. Table 7을 

보면 SMR에서 압축기의 총 소요 동력은 약 7,470.81 kW 정도이며, 
헬륨/네온 냉동사이클에서 15단의 압축기의 총 소요 동력은 16,380.18 
kWh 정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수소 증발 가스 압축기의 소요 동

력은 약 74.41 kW이었으며 헬륨/네온 팽창기와 수소 액화 팽창기의 

발생 동력은 각각 1,323.83과 88.78 kW이었다. 그리고 수소원료를 2.1 
MPa에서 8.0 MPa로 2단 압축하는데 소요되는 동력은 약 2,266.01 
kW이었으며, 수소를 액화하면서 오르토-파라 수소 변환으로 인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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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301 : Helium ref. heat exchanger
E302 : Hydrogen liquefier 
C201 : 1st compressor
C202 : 2nd compressor

C203 : 3rd compressor
E201~E203 : Side-cooler
E204 : Main cryogenic heat exchanger
CT301 : He/Ne compressors train

Figure 8. A schematic diagram of a hydrogen liquefaction process 
using helium refrigerator and single mixed refrigerant.

Component Mole%

N2 16.0 

CH4 18.0 

R14 8.0 

C2H4 9.0 

C2H6 14.0 

C3H8 18.0 

n-C4H10 2.0 

C5H12 15.0

Table 6. Mixed Refrigerant Composition of Single Mixed Refrigerant

발생되는 열량은 525.6 kW가 되었다. 결국, 기체 수소 1 kg을 액화하

는데 약 7.03 kW/kg-LH2 정도의 에너지가 소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9에는 SMR 공정에서 MCHE (main cryogenic heat exchanger, 

E204)와 헬륨/네온 냉매를 이용하는 수소 액화기(E302)에 대한 heat-
ing & cooling curve를 나타내었다. Figure 9를 보면 hot side와 cold 
side 간에 열 교환되는 heat flow는 23.795 Gcal/h 정도인 것을 알 수 

있다. Case II 공정의 경우 혼합냉매를 냉각하는 과정으로 인해서 Case 
I 공정에 비해 heat flow는 높지만, 예냉 공정으로 인해서 헬륨/네온 

냉매를 이용하는 수소 액화기에서의 heat flow는 1.055 Gcal/h 정도로 

Case I에 비해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1) H2 line

Stream name 101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Temperature (K) 310.00 310.00 85.00 26.50 20.17 20.17 47.34 26.50 20.17 20.17 

Pressure (MPa) 2.10 8.00 8.00 8.00 0.10 0.10 1.30 1.30 0.10 0.10 

Component kg/h kg/h kg/h kg/h kg/h kg/h kg/h kg/h kg/h kg/h

H2 3,600.0 3,600.0 3,600.0 3,600.0 3,600.0 793.5 793.5 793.5 793.5 3,600.0 

Total 3,600.0 3,600.0 3,600.0 3,600.0 3,600.0 793.5 793.5 793.5 793.5 3,600.0 

2) He/Ne line

Stream name 301 302 303 304 305

Temperature (K) 307.11 310.00 75.00 23.49 67.70 

Pressure (MPa) 0.15 7.30 7.30 0.16 0.16 

Component kg/h kg/h kg/h kg/h kg/h

He 15,101.9 15,101.9 15,101.9 15,101.9 15,101.9 

Ne 19,034.6 19,034.6 19,034.6 19,034.6 19,034.6 

Total 34,136.5 34,136.6 34,136.6 34,136.6 34,136.5 

3) SMR line

Stream name 201 203 205 206 207 208 209

Temperature (K) 310.00 310.00 310.00 353.10 310.00 85.00 81.40 

Pressure (MPa) 0.11 0.29 0.66 1.50 1.50 1.50 0.11 

Total (kg/h) 135,935.10 135,935.10 135,935.10 135,935.10 135,935.10 135,827.21 135,827.21 

Table 5. Heat and Material Balance for a Hydrogen Liquefaction Process Using Helium Refrigerator and Single Mixed Refrige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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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Unit Actual work (kWh)

SMR
(η = 0.85)

C201 2,891.92

C202 2,332.84

C203 2,246.05

Total actual work 7,470.81

Helium ref.

15-Stage inter cooled He/Ne 
compressor train (η = 0.85) 16,380.18

H2 flash-gas compressors 
(η = 0.80) 74.41

He/Ne expender (η = 0.85) 1,323.83 

H2 liquid expender (η = 0.90) 88.78 

Total actual work 15,041.97 

H2 feed compressors
(η = 0.85)

C101 1,124.82

C102 1,141.19

Total actual work 2,266.01

Ortho-para converter energy1) 525.6

Specific power for produced LH2 Value

Produced LH2 3,600 kg/h

Compressor power for produced LH2 7.03 kW/kg-LH2

1) Ortho-para converter energy = 0.146 kWh/kg[29].
η = Adiabatic efficiency.

Table 7. Summary of the Simulation Results of a Hydrogen Liquefac- 
tion Process Using Helium Refrigerator and Single Mixed Refrigerant

Figure 9. Composite curves of the heat exchanger E204 and E302 in 
a hydrogen liquefaction process with single mixed refrigerant.

3.3. C3-MR+헬륨/네온 냉동사이클을 이용한 수소 액화 공정 전산

모사(Case III)
세 번째 공정은 C3-MR 냉동사이클을 이용하여 수소 기체를 예냉

을 하고, 헬륨/네온 냉동사이클을 이용하여 수소를 액화하는 공정으로 

공정에 대한 개념도는 Figure 10에 나타내었다. 그리고 Table 8에는 

주요 흐름(stream)에 대한 열 및 물질 수지 결과를 나타내었다.
Figure 10을 보면 프로판 냉매와 혼합냉매를 이용한 C3-MR을 이용

하여 수소 기체의 온도를 약 85.0 K 정도로 예냉하고 수소를 액화하기 
위한 온도까지는 헬륨/네온 냉동사이클 이용하는 공정이다. C3-MR은 

SMR과 마찬가지로 혼합냉매를 이용하는 냉동사이클 중에 하나로써 

E301 : Helium ref. heat exchanger
E302 : Hydrogen liquefier 
CT301 : He/Ne compressors train
T101 : Liquid hydrogen storage tank
C201~C203 : 3 stage MR 

compressor

C401~ C403 : 3 stage propane 
compressor

E201~E203 : Propane pre-cooler
E204 : Main cryogenic heat 

exchanger

Figure 10. A schematic diagram of a hydrogen liquefaction process 
using helium refrigerator and propane pre-cooled mixed refrigerant.

예냉과 줄-톰슨 팽창밸브 그리고 혼합냉매의 조성 변화를 통해서 혼

합 냉매의 온도를 원하는 온도까지 낮출 수가 있다[27]. SMR 공정과 

마찬가지로 혼합냉매의 조성은 수소의 온도를 85.0 K 근방까지 낮추

기 위한 조건으로 새롭게 결정하였다. Table 9에 C3-MR의 혼합 냉매

의 조성을 나타내었다.
Figure 10과 Table 8을 보면 혼합냉매와 수소 기체는 3단 압축공정

으로 이루어진 프로판 냉동사이클에 의해서 약 239.94 K까지 냉각된다. 
그리고 혼합냉매는 light 성분과 heavy 성분으로 구분되어 예냉과 줄-
톰슨 팽창밸브를 통해서 81.71 K 정도까지 낮아진다. 그리고 이러한 

혼합냉매를 이용하여 239.94 K까지 냉각되었던 수소 기체의 온도를 

약 85.00 K까지 냉각하게 된다. 결국, 수소 기체 온도를 310.00 K에서 

239.94 K까지 냉각하는 것은 프로판 냉동사이클을 이용하고, 239.94 K
에서 85.00 K까지 냉각하는 것을 혼합냉매를 이용하는 시스템이다. 그
리고 C3-MR을 통해서 85.00 K까지 냉각된 수소 기체는 헬륨/네온 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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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nent Mole%

N2 21.0 

CH4 22.0 

R14 10.5 

C2H4 10.0 

C2H6 22.0 

C3H8 7.0 

n-C4H10 7.5

Table 9. Mixed Refrigerant Composition of C3-MR

동사이클을 통해서 26.5 K까지 냉각되고 팽창기(H2 liquid expender) 
통해 최종 20.2 K, 0.11 MPa 조건에서 액상으로 저장된다.

PRO/II를 사용하여 C3-MR 공정을 통해 예냉하고, 헬륨/네온 냉동

사이클을 통해 수소를 액화하는 공정에 전산모사 결과는 Table 10에 

나타내었다. Table 10을 보면 C3-MR에서 압축기의 총 소요 동력은 

약 6,500.46 kW 정도이며, 헬륨/네온 냉동사이클에서 15단의 압축기

의 총 소요 동력은 15,939.36 kWh 정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수소 

증발 가스 압축기의 소요 동력은 약 50.51 kW이었으며, 헬륨/네온 팽

창기와 수소 액화 팽창기의 발생 동력은 각각 1,285.60과 86.03 kW이

었다. 그리고 수소원료를 2.1 MPa에서 8.0 MPa로 2단 압축하는데 소

요되는 동력은 약 2,266.01 kW이었으며, 수소를 액화하면서 오르토-
파라 수소 변환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열량은 525.6 kW가 되었다. 결
국, 기체 수소 1 kg을 액화하는데 약 6.64 kW/kg-LH2 정도의 에너지

가 소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11에는 C3-MR 공정에서 프로판 냉동사이클(E201~E203)과 

MCHE (main cryogenic heat exchanger, E204)그리고 헬륨/네온 냉매

Process Unit Actual work (kWh)

C3-MR
(η = 0.85)

Propane pre-cooled

C401 221.76 

C402 558.73 

C403 939.43 

Mixed 
refrigerant

C201 1,375.24 

C202 1,639.12 

C203 1,766.18 

Total actual work 6,500.46

Helium ref.

15-Stage inter cooled He/Ne 
compressor train (η = 0.85) 15,939.36

H2 flash-gas compressors (η = 0.80) 50.51 

He/Ne expender (η = 0.85) 1,285.60 

H2 liquid expender (η = 0.90) 86.03 

Total actual work 14,618.25 

H2 feed 
compressors

(η=0.85)

C101 1,124.82

C102 1,141.19

Total actual work 2,266.01

Ortho-para converter energy1) 525.60

Specific power for produced LH2 Value

Produced LH2 3,600 kg/h

Compressor power for produced LH2 6.64 kW/kg-LH2

1) Ortho-para converter energy = 0.146 kWh/kg[29].
η = Adiabatic efficiency.

Table 10. Summary of the Simulation Results of a Hydrogen Lique- 
faction Process Using Helium Refrigerator and Propane Pre-cooled 
Mixed Refrigerant

1) H2 line
Stream name 101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Temperature (K) 310.00 310.00 285.69 260.64 239.94 85.00 26.50 20.46 20.46 46.87 26.50 20.46 20.46 
Pressure (MPa) 2.10 8.00 8.00 8.00 8.00 8.00 8.00 0.11 0.11 1.30 1.30 0.11 0.11 

Component kg/h kg/h kg/h kg/h kg/h kg/h kg/h kg/h kg/h kg/h kg/h kg/h kg/h
H2 3,600.0 3,600.0 3,600.0 3,600.0 3,600.0 3,600.0 3,600.0 3,600.0 561.2 561.2 561.2 561.2 3,600.0 

Total 3,600.0 3,600.0 3,600.0 3,600.0 3,600.0 3,600.0 3,600.0 3,600.0 561.2 561.2 561.2 561.2 3,600.0 

2) He/Ne line
Stream name 301 302 303 304 305

Temperature (K) 307.98 310.00 75.00 23.49 67.70 
Pressure (MPa) 0.15 7.30 7.30 0.16 0.16 

Component kg/h kg/h kg/h kg/h kg/h
He 14,692.4 14,692.4 14,692.4 14,692.4 14,692.4 
Ne 18,518.5 18,518.4 18,518.4 18,518.4 18,518.5 

Total 33,210.8 33,210.8 33,210.8 33,210.8 33,210.8 

3) C3MR line
Stream name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Temperature (K) 310.00 285.69 260.64 239.94 239.94 87.00 81.94 140.00 239.94 140.00 140.22 141.08 234.00 
Pressure (MPa) 1.50 1.50 1.50 1.50 1.50 1.50 0.12 0.12 1.50 1.50 0.11 0.11 0.11 

Total (kg/h) 82,208.99 82,208.99 82,208.99 82,208.99 61,517.05 61,517.05 61,517.05 61,517.05 20,691.94 20,691.94 20,691.94 82,208.99 82,208.99 

Table 8. Heat and Material Balance for a Hydrogen Liquefaction Process Using Helium Refrigerator and Propane Pre-cooled Mixed Refrige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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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Case I Case II Case III

Main power 
consumption

Total acture power (kWh) 58,678.29 25,304.39 23,910.31

Produced LH2 (kg/h) 3,600.00 3,600.00 3,600.00

Compressor power for 
produced LH2 (kW/kg) 16.30 7.03 6.64

Electricity 
cost

Electricity cost 
(12.9 kW/USD, USD/kg) 1.26 0.54 0.51 

Table 11. Summary of the Simulation Results

Figure 11. Composite curves of the heat exchanger E201~E204 and 
E302 in a hydrogen liquefaction process with propane pre-cooled 
mixed refrigerant.

를 이용하는 수소 액화기(E302)에 대한 heating & cooling curve를 나

타내었다. Figure 11을 보면 hot side와 cold side 간에 열 교환되는 

heat flow는 15.220 Gcal/h 정도이고, 헬륨/네온 냉매를 이용하는 수소 

액화기에서의 heat flow는 1.029 Gcal/h이다.

4. 결    론

Table 11에는 3가지 공정에 대한 소요 장비와 에너지 소모량을 비

교하여 나타내었다. Table 11을 보면 수소 1 kg을 액화하는데 소요되

는 압축기 총 소요 동력은 각각 16.30 (Case I), 7.03 (Case II) 및 6.64 
kWh (Case III)이었다. 전력비용을 12.9 kW로 가정한다면 각각 1.26, 
0.54 및 0.51 $/kg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헬륨/네온 냉

동사이클만을 통해서 수소를 액화하는 수소 액화 공정보다 이미 상용

화되어 있는 C3-MR 공정을 통해, 수소를 예냉할 수 있다면 수소 액화 

공정에서 에너지를 크게 절감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 Case 
1에서 Case III으로 갈수록 압축기와 열 교환기의 개수가 증가되어, 
초기 투자비용은 Case 1에서 Case III로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상될 

수 있다. 그러나 문헌에 따르면 C3-MR 공정의 설비 투자비용(CapEx: 
capital expenditures)을 100으로 본다면 SMR 공정은 97 정도가 된다

고 알려져 있다[28]. 따라서 보다 정확한 공정선정을 위해서는 추후 

설계비용을 고려한 경제성 평가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며, 
본 연구결과는 경제성 평가 수행을 위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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