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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인류는 탄소배출에 따른 기후변화, 화석 에너지 자원의 고갈, 및 에너지 수요의 폭발적 증가와 같은 다

양한 에너지 및 환경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의 해결을 위해 2015년 12월 파리기후협정(Paris Agreement)

을 비롯한 다양한 국제적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맞물려 대한민국은 203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의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핵심 전략으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재생에너지 생산을 비약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는 

2019년 1월 17일에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무한하지만 생산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의 공급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전략으로 높은 무게대비 에너지 저장 밀도(33.3 kWh/kg-H2)를 가지는 수소를 재생에너지 

운반체(renewable energy carrier)로 활용하고, 동시에 수소 및 연료전지 사용 확대를 통한 제로-탄소 배출 사

회를 실현함으로써 글로벌 차원의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을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상술한 수소경제의 실현을 위해서는 수소의 생산, 저장·운송, 활용에 대한 기술 혁신이 요구된다. 그동안 우

리나라는 대표적인 수소 활용기술인 연료전지 기술개발에 많은 투자를 수행하여 수송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연료전지의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현재 상용화 중이다. 그러나, 무탄소 공급원인 물로부터 수소를 생산하는 그

린 수소생산 기술과 더불어 대용량의 수소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운송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수소저장 기술의 

경우 상대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술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

국연구재단 수소에너지 혁신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핵심 원천기술의 조기 확보를 위한 2개의 그린수소생산연

구단(알카라인 수전해/PEM 수전해) 및 1개의 수소저장연구단(LOHC)을 발족시켰다. 

본 특별기획에서는 미래 수소사회 실현을 위한 핵심기술인 수소저장기술 중, (i) 액상유기수소운반체(Liquid 

Organic Hydrogen Carrier, LOHC)를 이용한 국내·외 대용량 수소저장 및 장거리 운송 기술 현황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ii) 열역학적 관점에서 LOHC가 관여하는 다양한 화학 공정의 에너지 해석을 통한 문제 및 해결 방안

과 더불어 (iii) LOHC 기반 수소저장 및 추출을 위한 촉매 개발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 별 기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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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언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향후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글로벌 차원의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질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무한하지

만 간헐적이며 예측이 어려운 재생에너지의 생산은 

전력수요 및 공급간 불균형을 유발하여 계통의 안정

성을 급격하게 낮출 수 있다. 그러므로, 생산된 재생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이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서는 잉여의 재생전력을 저장하고 필요할 때 다시 

사용하는 에너지저장기술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양한 에너지저장기술 중, 수소를 재생에너지 

운반체(renewable energy carrier)로 활용하는 재생에

너지 저장·운송기술(Hydrogen based Energy Storage 

System, HESS)은 대용량 재생에너지의 장주기 저장

기술로서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HESS는 국·
내외 재생에너지 생산처에서 잉여전력을 이용하여 

수전해를 통해 그린수소를 생산하고 수소 수요처 

(예, 수소도시)까지 안전하게 운송한 후 저장된 수소

를 방출할 수 있는 기술이며, 방출된 수소는 연료전

지에 공급하여 전기에너지로 변환할 수 있다(그림 

1). 재생에너지 운반체로서 수소가 가지는 장점은 다

음과 같다. 먼저, 수소는 무게대비 높은 에너지저장 

밀도를 가진다. 즉,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화석연료

인 가솔린 및 디젤이 가지는 에너지 밀도보다 약 3

배 높은 33.3 kWh/kg(120 MJ/kg)의 에너지 저장 밀

도를 가지므로 대용량 재생에너지 저장에 적합하다. 

그 다음으로는 연료전지와 연계하여 고효율로 에너

지 생산이 가능하며 부산물로 물만 배출하므로 친환

경적이다.

하지만, 해외의 미활용 화석연료로부터 추출된 

CO2-free 수소 혹은 해외에서 풍부한 잉여 재생전력

을 이용하여 생산된 초저가의 그린수소를 재생에너

지 빈국으로 운송하는 경우, 수소가 가지는 낮은 부

피대비 수소저장밀도(2.97 kWh/m3, 0 oC & 1 bar)는 

기체 형태로의 대용량 수소저장 및 장거리 운송에 

있어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따라서 대용량의 수소

를 안전하게 경제적인 방법으로 장거리 운송하기 위

해서는, 현재 화석연료 운송과 마찬가지로, 단위 부

피당 높은 에너지 저장 밀도를 갖는 액상 형태의 수

소운반체(Hydrogen Carrier, 수소캐리어)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액상 화합물을 이용한 수소(에너

지) 저장·운송의 경우, 대용량(＞TWh) 재생에너지를 

케이블을 이용하여 전기의 형태로 직접 장거리 전송

하는 방법과 더불어 배터리 기반 ESS를 이용하여 대

용량의 전기에너지를 저장하고 이를 국가간 운송하

는 방법과 비교하여도 우수한 운송 효율 및 경제성

을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다양한 액상 화합물 기반 수소저장기술 중, 탄

소-탄소 이중결합을 포함한 액상 유기화합물은 대

액상유기수소운반체(LOHC) 기반 대용량  

수소저장기술 현황 

윤창원*, 남석우, 정향수, 조영석, 김용민, 손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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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수소를 에너지 운반체로 활용한 재생에너지 저장 및 활용 
기술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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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의 수소를 안전하게 상압에서 저장하고 운송

할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해 최근 크게 주목받고 있

다. 이러한 액상 유기 화합물 기반 수소운반체를 

Liquid Organic Hydrogen Carrier(LOHC) 라고 명명하

는데, 다음의 추가적인 장점을 가진다. 첫째, LOHC

는 높은 부피대비 수소저장용량(＞45 kg-H2/m
3; ＞

1.5MWh/m3, 소재기준) 및 높은 무게대비 수소저장

용량(＞5.5 wt%, 소재기준)을 가진다. 둘째, LOHC는 

반복적으로 수소를 저장하고 방출할 수 있다. 셋째, 

LOHC는 가솔린과 유사한 액상 유기화합물이므로 

초기에 막대한 투자 없이 현존하는 화석연료 저장·
운송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LOHC를 이

용한 대용량 재생에너지 저장 및 장거리 운송 개념

은 그림 2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LOHC 기반 수소

저장·운송 개념에서는 수소생산처에서는 수소저장 

플랜트가 필요하고, 수소소비처는 수소방출 플랜트

를 필요로 한다.

그림 2. LOHC 기반 대용량 수소저장 및 장거리 운송 개념.

그림 3.   KIST 수소·연료전지연구단이 개발한 신규 LOHC 및 이를 
활용한 소규모 수소저장/추출 시스템.

그림 4. KRICT, 한양대, 포스텍 연구팀이 개발한 신규 LO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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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LOHC를 이용한 대용량 수소저장기술의 

경우, 국내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수소·연료

전지연구단이 산업통상자원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의 지원으로 상용 화합물인 바이페닐(biphenyl)과 

디페닐메탄(diphenylmethane)으로 구성된 저가의 신

규 LOHC를 발굴하고 2017년 국내 최초로 이를 이용

한 소규모 수소저장 및 수소추출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증하였다(그림 3). 이와 더불어, 한국화학연구원 

(KRICT), 한양대 및 포스텍 등으로 구성된 연구팀은 

MBP 기반 LOHC를 발굴하고, 이를 이용하여 가역적

으로 수소를 저장하고 방출할 수 있음을 보인 바 있

다(그림 4). 

국내는 LOHC에 대한 원천기술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반면, 일본 및 독일과 같은 선진국들은 실증 및 

상용화 연구를 추진 중에 있다. 먼저, 일본은 해외로

부터 생산된 저가의 대규모 CO2-free 수소를 안정적

으로 공급하기 위한 수소공급망 구축에 대한 국가

적 차원의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대

표적인 예로는 Toluene – MethylCycloHexane(MCH) 

기반 LOHC를 이용한 수소저장 및 공급 기술이 있으

며(그림 5), 치요다화공을 주축으로 화석연료 수소

추출 혹은 수전해를 통해 생산된 대규모의 CO2-free 

수소를 브루나이에서 일본까지 장거리로 운송하는 

SPERA Hydrogen Project가 현재 추진 중에 있다. 즉, 

선박을 이용하여 Toluene을 일본에서 브루나이까지 

가져간 후 수소화반응(수소저장)을 이용하여 상온, 

상압에서 액상 형태로 존재하는 MCH를 합성한다. 

그 다음으로는 브루나이에서 제조된 MCH를 다시 

선박에 탑재하고 일본까지 운송한 후 상온 상압에서 

대용량 저장 탱크에 보관한다(그림 5). 마지막으로, 

필요 시 MCH에 저장된 수소를 탈수소화반응(수소

추출)을 통하여 방출하고 이를 발전, 수송 등 다양한 

응용을 위한 에너지 생산에 이용한다. 상술한 MCH

의 경우, 무게 및 부피 대비 수소저장용량이 각각 6.1 

그림 5.   일본의 Toluene-MCH 기반 대용량 수소저장 및 장거리 운송을 위한 SPERA Hydrogen 프로젝트 (출처: Chiyoda Corporation ; 
editorial revisions by Nippon.com; 그림 일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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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 및 47 kgH2/m
3이다. 일본은 MCH 기반 LOHC뿐

만 아니라, 액화 수소 및 암모니아를 에너지 운반체

로 활용한 국가적 차원의 글로벌 수소공급망 구축을 

추진 중에 있다(그림 6). 

일본과 더불어 LOHC 관련 기술개발을 선도하

는 또 다른 나라는 독일이다. 독일의 Hydrogenious 

Technologies 社는 약 6.2 wt% 및 57 kg·H2/m
3의 수소

저장용량을 가지는 Dibenzyltoluene (DBT) 기반 열매

체유를 이용하여 대용량의 수소를 상온 및 상압에서 

저장·운송하며, 필요한 경우, 화합물에 저장된 수소

를 촉매를 이용하여 재방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

발하였다(그림 7). 해당 社는 5,000 Nm3/h 급 수소저

장 플랜트와 더불어 250 Nm3/h 급 이상의 수소방출

시스템을 상용화 중이다. 이와 더불어, 이 기술을 바

그림 6.   일본의 CO2-free 수소 확보를 위한 글로벌 수소공급망 구축 시나리오 (출처: http://www.h2symposium.no/wp-content/
uploads/2018/02/Grandum-at-Odda-Febr-7-2018.pdf; 그림 일부 편집).

그림 7. 독일 Hydrogenious Technology 社가 개발한 수소추출시스템(출처: Hydrogenious 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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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유기수소운반체(LOHC) 개발과 에너지 해석

강정원

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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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경제(Hydrogen Economy)”라는 용어는 1970

년 General Motors(GM) Technical Center에서 John 

Boric이라는 연구원에 의하여 처음 언급되었다. 이 

용어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 미디어로

서 기존의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물질로서 수소를 사

용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 용어는 청정한 환

경을 꿈꾸는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불어넣고 희망을 

주고 있다. 만일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으로부터 수

소를 생산할 수 있다면, 우리가 에너지를 변환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혁신적인 변화가 기대되기 때문

탕으로 독일 Friedrich Alexander University(FAU) 및 

Hydrogenious Technologies 社는, 바이에른 주의 막대

한 지원 하에, 현재 기 개발된 LOHC 수소추출 시스

템을 수소기차에 적용하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행 중에 있다.

위에서 소개한 Toluene 및 Dibenzyltoluene과 같

이 화합물의 고리 내부에 탄소와 수소로만 구성되

어 있는 homocyclic compounds는 일반적으로 수소

추출에 큰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ΔHdehydrogenation＞60 

kJ/mol). 탈수소화 반응에 요구되는 높은 반응열은 

LOHC 재설계를 통하여 소재의 열역학적 특성을 변

화시킴으로써 낮출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미국 

Air Products 社가 DOE(Department of Energy)의 지

원을 통해 개발한 에틸카바졸(N-ethylcarbazole)이 

있는데, 이 화합물은 고리 구조 내 탄소원자, 수소

원자와 더불어 질소 원자를 포함하고 있다(그림 8). 

이렇게 분자의 고리 내 질소 원자와 같은 이종원자

(heteroatom)을 포함하는 heterocyclic compounds의 다

른 예로는 indole, pyridine 등이 있다. Air Products 社

가 발굴한 에틸카바졸의 경우 5.8 wt% 및 57 kg·H2/

m3의 무게 및 부피대비 수소저장용량을 가진다. 

지금까지 국내·외 LOHC 기반 대용량 수소저장기

술에 대하여 간단하게 소개하였다. 우리나라도 앞으

로 필연적으로 다가올 수소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체

계적으로 준비해야 할 때이며, 그린수소생산, 수소

저장 및 운송, 수소활용에 대한 원천 및 응용기술의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 특히, 대용량 수소

저장기술은 재생에너지의 활용 극대화 뿐만 아니라, 

향후 그린수소 생산처와 수소도시를 잇는 핵심기술

로서 그 중요성이 증가할 것으로 사료된다. 올해 6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 하에, KIST, 한양대, 고

려대, 서울대, KRICT, 포스텍 등 총 12개 산학연 연

구기관으로 구성된, ‘차세대 LOHC 원천기술개발 연

구단’이 출범하였다. 본 연구단은 앞으로 일본 및 독

일 등 선진국이 보유한 LOHC 수소저장기술과의 기

술격차를 줄이고, 우리나라가 필요로 하는 대용량 

수소저장의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

주할 예정이다. 

그림 8.   미국 Air Product 사가 개발한 N-ethylcarbazole 기반 
LO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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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석유와 석탄 같은 화석연료는 그 자체가 에너지

원(Energy Source)이면서 에너지를 운반하는 미디어

(Energy Media, Energy Carrier) 역할도 겸한다. 수소

는 지구상에 거의 물의 형태로 존재하며 자연 상태

에서 순수한 기체로 존재하는 양이 거의 없으므로 

어떤 에너지원으로부터 생산되어야 하고, 열역학 제

2 법칙에 따라 공정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게 되고, 실

제로 투입된 에너지보다 적은 에너지를 생산된 수소

가 가지게 되는 점은 어쩔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따

라서 수소는 에너지 미디어로 분류되어야 하고, 어

떻게 수소를 생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필수적으

로 검토되어야 한다. 

수소 경제의 예찬론자들은 수소가 이산화탄소나 

미세먼지 같은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깨끗

한 에너지원이라고 주장할 것이고, 비판적인 사람들

은 수소가 에너지 밀도가 너무 낮아서 비효율적이고 

에너지를 공급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너무 비용

이 많이 든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적절

히 하기 위해서는 수소를 사용하기 위한 다양한 방

법에 대하여 심도 있는 물성의 평가 방법과 에너지

의 해석/ 평가 연구가 필요하다.

수소저장의 문제 

수소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가벼운 물질이

다. 따라서 부피당 에너지 밀도의 측면에서 본다면 

가장 불리한 물질이 될 것이다. 좀 더 상세한 수치적 

자료는 뒤에 제시하겠지만, 수소를 활용하는 데 있

어서 가장 큰 문제는 수소를 저장하고 운반하는 것

이 될 것이다. 수소를 반응시키지 않은 채로 활용하

고자 한다면 충분히 고압의 상태로 활용하거나 극저

온 액체 상태로 활용하지 않는다면 부피당 에너지 

밀도가 너무 낮을 것이다. 부피당 에너지 밀도의 문

제 외에도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   수소는 분자가 매우 작아서 금속 표면에 흡수되

면서 금속의 embrittlement 현상이 발생한다. 따

라서, 수소를 저장, 운반하는 용기와 파이프 등은 

특수 코팅이 필요하다. 

■   수소의 빈 용기를 채우는 과정에는 압축이 필요

한데, 이 압축 과정에서 두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

다. 첫 번째는 에너지의 손실이다. 지금까지 알려

진 바로는 약 250bar로 압축할 경우, 수소로 환산

했을 때 약 30%의 손실, 700bar로 압축할 경우 약 

50~60%의 손실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두 번째 

문제는 열역학에서 알려진 Joule-Thomson Effect

의 반대 현상이 일어나 수소 압축할 때 상당한 고

열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단열 공정으로 

공정모사를 해 보면 약 1,000도 이상의 고온이 예

측된다. 압축할 때에 상당한 냉각이 필요하다. 

■   수소 공급의 인프라 구축에 상당한 비용이 예상

된다. 고압 수소저장을 위한 고용량 FRP 탱크 또

는 극저온 저장 용기와 특수 코팅된 장비들은 상

당한 사회적 비용을 요구할 것이다.

■   수소는 GWS 분류상 H220-극인화성가스에 해당

한다. 폭발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려져

서 사람이 사는 지역에 수소 스테이션을 설치하

려면 원자력 발전소 설치에 맞먹는 사회적인 합

의가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인체에 해로운 가스

로서 호흡기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 1.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는 수소 경제의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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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유기수소운반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수소의 저장과 이송을 

위하여 Metal Hydride, Sorbent, Chemical Storage 등

이 연구됐다. 그림 2에는 미국 DOE(Department of 

Energy)에서 제안한 다양한 수소저장 방법들이 소개

되어 있다. 

다양한 방법들이 제안되었지만, 상용화에 요구되

는 물성 요구사항을 아직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DOE

에서 제안한 요구되는 중 물성값들은 다음과 같다.

■ 부피 용량: 50 g/liter 이상

■ 질량 용량: 6.5 wt% 이상

■ 탈수소 반응 조건: 200도 이하

■ 탈수소 반응 압력: 3~12 bar

■ 탈수소화 반응 엔탈피: 9.5~14 kcal/mol H2

LOHC(Liquid Organic Hydrogen Carrier)는 

Toluene/Methylcyclohexane 쌍과 같이 수소화된 물질 

탈수소화된 물질이 촉매 반응을 통하여 수소를 주고

받는 수소저장 방법을 의미한다. 주로 액상의 유기

화합물이 대상이다. 

다양한 후보 물질 중에서 액상유기수소운반체

(LOHC)이 주목받는 이유는 기존의 석유를 운반하는 

인프라(유조선, 유조차량, 파이프라인 및 주요소 등)

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석

유 중심의 인프라를 그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의 물성 조건이 추가된다. 

■   수소화 및 탈수소화 후 수소저장 물질이 액상을 

유지해야 한다. (녹는점 요구사항)

■   이송에 적합하도록 점도가 석유와 유사해야 한다.

최근까지 많은 후보 물질들이 개발되고 있으나 

그중 가장 널리 알려진 물질은 9-ethyl carbazole, 

toluene 등 주로 aromatic 또는 N-hetero aromatic ring

이 포함된 물질 들이다. 이들 물질은 물성이 거의 

DOE의 필요조건에 거의 근접하고 있으며, 일부 준 

상용화 단계에 이르고 있다. 수많은 유기화합물 중

그림 2. 미국 DOE (Department of Energy)에서 분류한 수소 저장 방법.

그림 3. Toluene를 이용한 수소 저장/탈수소 반응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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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필요한 물성을 가진 화합물을 찾아내는 것은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연구된 물질들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다음과 같다. 

■   수소화/탈수소화 과정에서 물질이 액상을 유지

해야 한다. 일부 물질들은 탈수소화 한 후 고형화 

되는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   수소화/탈수소화 반응이 200도 이하의 온도에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소화/탈수소화에 너

무 많은 에너지가 소모될 경우, 효율이 낮아진다.

■   수소화/탈수소화가 반복되더라도 물질이 분해되

지 않아야 한다. 

■   효율적이고 저렴한 수소화/탈수소화 촉매가 개발

되어야 한다. 

■   많은 양의 물질이 활용되기 때문에 안전/환경적

인 부담이 되지 않아야 한다. 

지금까지 연구된 물질 중 일본에서 주로 연구하

고 있는 Toluene의 경우에는 독성/환경오염 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9-ethyl carbazole의 경우에는 탈수

소화된 후 고형화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독일

에서 주로 연구하고 있는 Malotherm이라는 열유체

의 경우에는 사이클이 반복되면서 일부 물질이 작은 

fragment로 분해한다. 

앞으로 열역학 물성의 검토와 반응 메커니즘의 

해석, 촉매의 개발 등을 통하여 유망한 물질이 개발

되고 패키지화된 모듈이 우리나라에서도 개발되기

를 기대해 본다.

액상유기수소운반체 활용 공정의 에너지 

해석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소를 압축 또는 액화

하는 공정에서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며, 따라서 생

산된 수소의 30~50%가 저장과 이송과정에서 손실된

다. 이러한 손실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는 엑서

그림 4. LOHC를 이용한 수소 저장/배출 공정의 예.

표 1. LOHC 물질의 수소 저장/배출 공정의 엑서지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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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해석방법이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다. LOHC 활

용공정의 경우, 간단히 Aspen 공정 모사기를 통하여 

수소화-탈수소화 공정의 효율을 계산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n-Ethylcarbazole/n-Proplcarbazole 

및 N-Acetylcarbzole 등에 대한 엑서지 해석을 수행

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의 표에 요약하였다. 

결과를 요약해 보면 수소화/탈수소화 과정에서 

손실되는 수소 엑서지는 약 13~14%로서 고압 압축 

공정이나 액화 공정(30~50%) 에 비교해서 월등히 우

수하다고 할 수 있다. 액상유기수소운반체의 활용이 

공정 구성에 투자가 필요하지만, 기존의 인프라를 

활용한다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trade-off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에너지 밀도의 비교

다음의 표 2에는 잘알려진 메탄, 가솔린, LPG 및 

수소저장 공정의 에너지 밀도와 공정의 효율 등을 

비교하였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부피당 에너지 밀

도 측면에서 수소는 가솔린/LPG와 비교하면 매우 

열악한 편이다. 하지만 무게당 에너지 측면에서는 

유리한 점도 있다. 

위의 표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간단

한 계산을 할 수 있다. 우리가 흔히 활용하는 자동차

의 연료통이 약 40~60 liter라고 생각해 보면, 동일한 

양의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700 bar의 수소의 경

우에는(38/7.37)X40=206.24, 즉 약 200 liter 용량의 연

료통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최근 개발된 수소차

의 연료탱크 용량이 약 150 liter 정도라고 알려져 있

다. 고압 수소의 경우, FRP 연료통이 무거워서 고압

임에도 불구하고 수소의 무게가 4.8wt %에 불과하다

고 한다. LOHC(5~6 wt %)의 경우, 고압 수소와 비교

하여 부피나 무게 측면에서 그다지 성능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수소의 운송과 저장 측

면에서 효율이 높은 점과 기존 인프라를 그대로 활

용할 수 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만하다.

수소자동차와 액상유기수소운반체의 개발 

전망

위의 해석결과를 간단히 분석해 보면, 수소 자동

차는 고압 수소저장 또는 액체 수소저장의 경우 에

너지 밀도 측면에서는 거의 유사한 정도로 불리한 

점을 가지고 있다. 즉, 양쪽 모두 엑서지 기준으로 보

면 무게나 부피 면에서 화석연료의 약 4~5배에 해당

하는 연료를 싣고 다녀야 하는 부담을 지니고 있다

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내연기관과 연료전지의 

효율차이가 고려되지 않은 해석이므로 실제 모터를 

구동한 주행에서는 2~3배 정도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액상유기수소운반체의 경우, 이송과정

에서 에너지 손실이 적으며, 사회 간접자본의 투자

가 필요 없고, 폭발 및 환경 안전에 대한 우려가 덜어

질 수 있으므로 앞으로 적극적인 연구 개발이 필요

하다고 생각한다. 

표 2. 에너지 밀도와 저장공정의 효율 비교 

Source kJ/mol kJ/g kJ/cc Process Efficiency

Methane 832 52
2.60 (70 bar) -

9.28 (250 bar) -

Gasoline 658 47 38-45 (liquid) -

LPG 33 (liquid, 30 bar) -

Hydrogen 236 118

2.63 (250 bar) 70

7.37 (700 bar) 56

8.38 (liquid) 40

6.13-7.29 (LOHC)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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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유기수소운반체(LOHC) 이용 수소 저장 및  

추출 촉매반응기술

서 영 웅

한양대학교 화학공학과 
ywsuh@hanyang.ac.kr

수소에너지는 생산, 저장·운송, 충전, 이용의 가

치사슬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 중에서 병목에 해당

하는 기술은 수소 저장·운송 및 충전 부문이다. 특

히, 수소 충전소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요소 기술들

이 현재 개발 중인 반면에 수소 저장·운송 분야는 압

축 탱크를 이용한 튜브 트레일러에 머물러 있는 실

정이다. 현재 튜브 트레일러의 수소 운송 용량(회당 

180-350 kg 수소 운반)은 NEXO 차량에 탑재된 압축

수소 탱크(6.33 kg 저장)를 30~60회 정도 충전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수소 저장·운송 분야는 하

루 빨리 기술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2000년대 초

반부터 수소저장 물질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

었으나 수소의 낮은 부피 밀도로 인해 아직까지 미국 

DOE에서 발표한 목표인 6.5 wt%를 만족시키는 매

체는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액상유기수

소운반체(LOHC)를 이용한 화학적 수소저장 방식의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 방식은 현존하는 운

송 인프라(파이프라인, 운반탱크 등)을 활용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으며 장거리 및 대량 운송에 매우 적

합하여 국내 수소 유통망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가능

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액체 

수소와의 구별을 위해 액상 수소로 기술을 분류하고 

있다. 

지금까지 개발된 LOHC 물질은 크게 방향

족 물질과 헤테로고리 화합물로 나눌 수 있다. 전

자는 가격 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수소 충

방전에 있어서 반응속도가 낮은 특성이 있다. 일

본 Chiyoda 사에서 개발한 1세대 LOHC 물질인 

MCH(methylcyclohexane) 경우에는 낮은 수소 추

출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반응온도를 345~350

℃로 하여 파일럿 플랜트를 운전하였다. 독

일 Hydrogenious 사에서 개발한 3세대 LOHC 물

질인 dibenzyltoluene(DBT)의 경우에는 그림 1

에 도시한 바와 같이 수소 추출 시 느린 반응속

도를 보이며 뿐만 아니라 수소 저장에 있어서도 

monobenzyltoluene(MBT)에 비해서 매우 느린 단점

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헤테로고리 화합물 LOHC는 수소 충방

전 속도가 빠르고 수소 저장용량 및 촉매와의 반응

성 등을 수월하게 조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

격적인 문제와 수소 방출 시 반응물의 분해에 대한 

우려가 있어 아직까지 많은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

그림 1. 3세대 LOHC인 DBT의 수소 저장 및 추출 시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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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미국 Air Products and Chemicals 사에서 개발

한 2세대 LOHC 물질인 N-ethylcarbazol(NEC)는 매

우 빠른 수소추출 응답속도를 보이나, 녹는점이 68

℃로 높아 상온에서 고체로 존재하며 수소 추출 시 

H18-NEC의 분해가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필

자와 한국화학연구원 박지훈 박사, POSTECH 한

정우 교수가 공동으로 개발한 4세대 LOHC 물질인 

2-(n-methylbenzyl)pyridine(MBP)는 상온에서 액상

으로 존재하고 비교적 빠른 수소 저장 및 추출 응답

속도를 보였으나, 신규 물질인 관계로 아직까지 생

산 단가가 높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그림 2). 

지금까지 발표된 LOHC 물질 중에서 가역성, 안

정성 그리고 경제성을 담보하는 물질을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는 쉽지 않다. 이에 이들 특성을 모두 만족

시키는 LOHC 물질을 개발하고자 현재 세계의 많은 

연구자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LOHC 물

질 개발과는 별도로 수소 저장 및 추출을 위한 고효

율 촉매 및 반응시스템 개발 또한 매우 중요하다. 지

금까지 개발된 방향족 물질과 헤테로고리 화합물 기

반 LOHC 물질들의 화학적 구조가 유사한 관계로 수

소 저장 및 추출 시 반응 동특성 또한 매우 유사하

기 때문에, 신규 LOHC 물질을 확보하지 못하고 기

존 LOHC 물질을 이용할지라도 촉매반응시스템의 

개발은 필수불가결하다. 일례로, 일본 Chiyoda 사는 

MCH를 이용한 탈수소화 촉매 및 반응시스템을 20

년간 개발하여 현재 시간당 50 Nm3 규모의 수소추

출 시스템을 확보하였으며, 독일 Hydrogenious 사는 

FAU 대학교의 Wasserscheid 교수와 연구협력을 통

해 컨테이너 박스에 탑재가 가능한 시간당 10 Nm3 

규모의 DBT 탈수소화 반응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

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기존 또는 신규 LOHC 

물질의 수소 저장 및 추출에 적합한 촉매반응기술은 

지속적으로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

1. 수소저장을 위한 촉매 및 반응시스템

화학적 수소저장은 수소화 반응에 의해 이루어지

는데, 발열반응인 관계로 낮은 반응온도가 선호되지

만 이 경우 수소저장 속도가 매우 느린 단점이 있다. 

그러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활성 수소화 촉

매 및 이를 위한 촉매 제법이 요구되며 반응 시 생성

되는 발열량을 제어할 수 있는 반응시스템의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까지 발표된 수소 저장용 촉매는 크게 Ru 담

지촉매와 non-Ru 담지촉매로 구분할 수 있다. 필

자의 연구실에서는 Ru 담지촉매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다양한 Ru 전구체 중 

Ru3(CO)12을 이용했을 때 가장 높은 활성을 보였는

데, 이때 열처리 분위기 및 온도가 매우 중요한 영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Appl. Catal. A, 2017, 

547, 183–190). 이는 알루미나에 담지된 Ru3(CO)12

이 열분해 되면서 알루미나에 존재하는 표면 OH기

와 carbonyl 리간드 사이의 반응에 의해 수성가스전

그림 2. 4세대 LOHC 물질인 MBP의 물리화학적 특성 및 수소 추출 응답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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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반응, 메탄화 반응 등이 질소 및 수소 분위기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질소 및 수소 분위기에

서는 Ru 나노입자가 생성되며 수소화 반응결과에서

도 유사한 반응속도를 보였다(그림 3). 이 연구결과

를 기반으로 Ru/ZrO2 촉매를 제조하는 연구를 수행

한 결과, zirconium hydroxide의 표면적 및 표면 OH 

밀도가 Ru/ZrO2 촉매의 Ru 입자 크기 및 수소저장 성

능을 결정함을 확인하였다 (ChemCatChem, 2018, 10, 

3406–3410). 현재는 Ru/MgO 촉매에 대한 연구를 진

행 중이다. 

화학적 수소저장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사항

은 공급 수소의 순도이다. 현재의 수소 생산은 대부

분은 SMR(steam methane reforming) 반응에 의해 진

행되기 때문에 반응 후 수소의 분리정제 과정이 반

드시 필요로 하다. 이때 LOHC의 화학적 수소 저장

을 수소 분리정제와 연계할 수 있다면, 수소로부터 

CO와 CO2를 분리하는데 드는 비용을 절약하여 최

종적으로 수소생산 비용을 낮추는 방안이 될 수 있

다. 최근 Wasserscheid 교수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ChemCatChem, 2018, 10, 4329–4337), H2/CO2 혼합

기체(최대 CO2 30% 함유)를 이용할 때 귀금속 담지

촉매 중 Rh 및 Pd 담지촉매가 우수한 수소 저장활성

을 보였다. 이는 100% 순도의 수소를 사용할 때와는 

다른 결과로서, Ru 담지촉매의 경우 메탄화 반응이 

그림 3. Ru3(CO)12 이용 Ru/Al2O3 촉매의 제조 및 수소화 반응결과.

그림 4. H2/CO2 혼합기체를 이용한 귀금속 담지촉매 기반 DBT의 수소화 반응결과 (ChemCatChem, 2018, 10, 4329–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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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온에서 강하게 진행되기 때문이다(그림 4). 추가적

으로, Rh 담지촉매는 저온에서, Pd 담지촉매는 200

℃ 보다 고온에서 수소화 반응을 할 때 유리하다고 

보고하였다. 현재 당 연구진은 상용 수소생산 공정

의 실제 H2/CO/CO2 혼합기체를 이용하여 촉매를 조

사하고 있다. 

화학적 수소저장에 있어서 촉매 이외에도 촉매반

응시스템의 개발 또한 중요하지만, 수소추출 반응보

다 수월하다는 인식으로 인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 하지만 독일 Hydrogenious 사에 의하면, 화

학적 수소저장에서의 전체 에너지수지는 수소저장 

시 발생되는 발열량의 활용에 의존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Techno-economic analysis(TEA)가 아직까

지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전체적인 에너지 요구

량을 정확히 산출하기는 어려우나 수소추출 반응기

의 에너지 소비량을 감안해 볼 때, 발열 에너지의 효

과적인 활용을 위한 반응시스템의 개발은 반드시 필

요하다. 지금까지 LOHC 연구가 실험실 연구인 관계

로 수소 저장 시 회분식 반응기가 많이 사용되었으

나, 상용화 단계로 발전하면 연속식 반응기, 특히 단

열 반응기를 이용하여 수소 저장 성능 및 에너지 수

지를 고찰해야 할 것이다.

2. 수소추출을 위한 촉매 및 반응시스템

화학적 수소추출은 탈수소화 반응으로 열역학적

으로 수소화 반응보다 높은 온도를 요구하므로 저온

에서 높은 수소추출 속도를 보이면서 고온에서 촉

매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고효율 촉매의 개발

이 반드시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고상 촉매, 액상 

LOHC 물질, 기상 수소와 같이 3개의 상이 탈수소화 

반응시스템에 공존하기 때문에 수소추출이 용이한 

반응시스템의 개발은 필수적이다. 

LOHC의 수소 추출과 관련하여 오랜 기간 연구

를 수행한 기관은 일본 Chiyoda 사이다. “SPERA 

HydrogenTM”시스템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수소

추출용 촉매는 S-Pt/Al2O3 촉매이다(그림 5). 2002년 

개발을 시작하여 2011년에서야 개발을 마무리한 촉

매는 황이 일부 피독된 Pt/Al2O3 촉매로서, EPMA 분

석 결과에서 보는 것처럼 황과 백금이 성형 촉매 내

에서 고르게 분산된 형태이다. 개발한 촉매는 파일럿 

플랜트 실증을 통해 10,000 시간 동안 MCH 전환율 

95%, 톨루엔 선택도 99%를 보여 내구성이 입증되었

다. 참고로, 본 개발 촉매는 일본 Chiyoda 사에서 10년

의 연구를 통해 독자적으로 개발한 촉매라고 한다.

헤테로고리 화합물의 경우에는 Pt 보다는 Pd 담

지촉매가 보다 우수한 활성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 1의 수소방출 곡선에서 H12-MBP는 Pd 담

지 촉매, H12-MBT는 Pt 담지 촉매를 통해 확보한 결

과이다. 최근 필자와 POSTECH 한정우 교수의 공

동 연구를 통해 Pd와 Pt는 서로 다른 탈수소화 반응

메커니즘을 보임을 확인하였다(Catal. Sci. Technol., 

2017, 7, 3728–3735). 이는 탈수소화 과정에서 일어

나는 LOHC 물질의 분자 내 결합과 촉매 표면 간의 

안정성에 기인한다. 이 연구를 통해 방향족 화합물 

계열 LOHC 물질의 경우에는 활성금속으로 Pt가 보

다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촉매개발 관점에서 

안정성에 보다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는데, 이는 수

소추출 반응시스템의 특성 상 촉매의 잦은 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

에 몰입하고 있는 주제로서, 촉매 제법을 필두로 촉

매-지지체 간의 상호작용, 신규 지지체 개발 등 다양

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필자의 연구진 또한 지

속적인 연구를 수행하여 촉매 안정성이 매우 우수한 

촉매 제법을 개발하였다. 고상 합성법 또는 solvent-

deficient precipitation이라 명명된 제법으로 제조한 

그림 5. 일본 Chiyoda 사가 개발한 수소 추출용 S-Pt/A2O3 촉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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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별 기 획 ( III )

메조다공성 Pd-Al2O3 촉매는 다양한 헤테로고리 화

합물의 수소추출에서 우수한 활성과 안정성을 보였

다(Commun. Chem., 2019, 2, 68). 이 결과는 제법의 

특이성에 기인하는데, Pd (111)면이 선택적으로 생성

될 뿐만 아니라 알루미나 격자에 위해 Pd 입자가 둘

러싸여 있는 특징을 발견하였다(그림 6). 현재 동일

한 방법으로 Pt-Al2O3 촉매를 제조하여 수소추출 성

능을 조사하고 있다. 

수소추출을 위한 반응시스템은 LOHC 물질을 이

용한 화학적 수소저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

한다. 국내에서는 아직 체계적인 연구가 수행된 바

가 없으나, 독일 Hydrogenious 사에서 다양한 반응시

스템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핵심적인 사항들

을 요약하면, 수소의 효율적인 분리를 고려한 촉매

반응시스템, 수소추출 시 반응기 압력, 저온에서 수

소추출이 가능한 촉매 성형 및 촉매층 설계 등이다. 

각 요소기술은 LOHC 시스템의 경제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일본 Chiyoda 사와 독일 Hydrogenious 사를 

방문하면서 LOHC 물질을 이용한 화학적 수소저장

의 현 주소를 알게 되었다. 두 회사 모두 LOHC 물질

을 선정하고 오랜 기간 수소 저장 및 추출을 위한 촉

매반응시스템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에서도 LOHC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최근 한국

연구재단의 지원으로 액상유기수소운반체(LOHC) 

핵심원천기술개발 사업단이 출범하였다. 고효율, 고

안정성 LOHC 물질 개발, 수소추출용 촉매반응시스

템 구축 등 다양한 주제를 연구 개발할 계획이다. 하

지만 이와 같은 노력이 원천연구 수준에 머물지 않

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학계 및 연구계에서 촉매반

응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하면서 동

시에 산업계에서도 LOHC 이용 화학적 수소저장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기를 희망한다. 

그림 6. 메조다공성 Pd-Al2O3 촉매의 TEM 이미지 및 촉매 안정성 결과 (Commun. Chem., 2019, 2, 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