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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는 발틱해, 북해, 미국

의 일부 해역에 2012년부터 배출가스 통제구역(ECA, Emission 

control area)을 설정하여 중유(HFO, Heavy fuel oil)보다 황함유

량이 적은 청정연료를 사용하도록 규제하였다. 선박에서 배출

되는 질소산화물(NOx)에 대해 TierⅡ 단계에서 제시되었던 수

준보다 총량 대비 75% 감축을 요구하는 TierⅢ 규제를 시행하

며, 향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5년 기준으로 2020년까지 20%, 

2050년까지 50% 감축을 목표로 한다. 또한 신조선에는 에너지

효율설계지수(EEDI, Energy efficiency design index)에 대한 규정

을 준수한 선박만을 건조 운용하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Kim and Chun, 2014) 총괄적 오염물질저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선박배출가스 기준이 점차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선박의 주요 오염배출 원인은 추진제로 사용하는 벙커 C-유

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대비책으로 천연가스(NG, Natural 

gas), 수소 등과 같은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

다. 이러한 친환경 에너지는 상온에서 기체 상태로 존재하기 때

문에 부피효율을 고려하여 액화시켜 극저온 용기에 저장하여 

운송해야 한다. 

극저온 액체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에 적용 가능한 탱크의 종

류는 통합형 탱크인 멤브레인(Membrane)타입과 독립형인 IMO 

A, B, C type으로 분류할 수 있다(IMO, 2010). 독립형 탱크인 

IMO A, B type 탱크인 경우 탱크 내부에 강도 부재가 설치되어 

슬로싱 하중에 강하며, 액체화물의 누설을 방지하고자 2차 방벽

을 가지나 별도의 자연기화가스(BOG, Boil-off gas) 처리장치가 

필요하다.

이 두 타입 모두 탱크 외벽이 상온환경에 접하고 있기 때문에 

점검 및 보수가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진다(Tamura et al., 2013). 

C type의 경우 내부압력에 대한 저항성이 우수한 형상을 갖춘 

압력용기의 개념으로 설계되어 높은 탱크 내부압력에 의하여 

별도의 BOG 처리장치가 필요하지 않지만, 공간 효율성이 떨어

져 장거리 운항을 하는 대형선의 경우 적용이 어려워 소형연료 

저장탱크에 사용되기에 적합하다(Kim et al., 2012).

이때, 소형 독립형 액화가스 저장탱크는 대형 독립형 액화가

스 저장탱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피대비 표면적이 크며, 이로 

인한 외부 온도의 열전달율이 높아서 BOG 발생량이 급격히 증

가한다. 따라서 대형 독립형 액화가스 저장탱크 뿐만 아니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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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독립형 액화가스 저장탱크 등에 대한 BOG 연구 및 BOG 발

생을 감소시키기 위한 연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또한 BOG 

발생 측정에 대한 확실한 방법이나 연구가 구축 되어있지 않은 

현 상황에서 초석 연구로 극저온 용기의 적재 높이 별 온도 구

배에 따른 분석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어져야 한다.

BOG 발생에 관하여 특정 적재 높이마다 온도를 측정하여 그 

지점에서의 열 유출입량을 계산한 연구는 수행된 바가 있다(Lin 

et al., 2018).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단열이 없는 극저온 용기의 

BOG 발생 여부와 높이 별 온도 구배에 따른 BOG 분석에 대해 

상평형 다이어그램을 기반으로 적재율마다 BOG 발생 시간을 

예측하고, BOG 경향성을 분석 하였다.

본 실험에서 사용하는 극저온 액체는 액화천연가스의 폭발에 

대한 위험성을 고려해 대체물질인 액화질소(LN2)를 사용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Jeong et al., 2008).

2. 실    험

2.1 실험 대상 및 장비

본 연구의 실험용 독립형 액화가스 저장탱크 형태는 C type 탱

크의 형상을 고려하여 두 개의 경판과 양쪽 끝에 실린더 형상을 

가진 동판으로 제작하였으며, 액화가스 저장탱크의 제작에 사용

한 판재는 SUS304L이다. 제작 과정 중 동판과 경판으로 나뉜 탱

크를 접합하기 위해 특수용접인 아르곤 용접을 사용하였고 압력

용기제작기준과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에 따라 압력용기 제작 후, 

설계압력보다 더 높은 압력에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액화가스 

저장탱크는 운송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저장용기(Birmingham 

et al., 1957) 또는 어선에서 사용되는 저온보존 용기(Caffey and 

Tiersch, 2000)까지 액화질소나 액화수소 등 소형 극저온 저장탱

크의 용도와 크기가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10ton 소형선박 실

적선 적용을 위해 IMO C-type Mock-up 탱크로 용적을 0.1328m3

로 선정하였다. 그 치수는 Table 1에 나타내었으며, 모식도와 실

제 실험에 사용된 탱크는 Fig. 1에 (a)와 (b)로 나타내었다. 압력

용기에 3개의 밸브가 설치되며, 압력 계기판(Pressure gauge)에 

연결된 밸브를 통하여 LN2 가스가 주입된다. LN2 가스가 98% 주

입될 때, 적재율 98% 높이에 위치한 Check Valve의 연결 관을 통

해 98% 적재율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다. BOG발생으로 인한 설

계압력이 초과되거나 미만이 되었을 때 Gate Valve를 통하여 설

계 압력이 유지 된다. 설계 압력은 가압탱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3-10bar(300-1,000kPa)범위를 사용할 수 있는데(IGU, 2015), 본 연

구에서는 구조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IMO Code에서 제시된 설계

압력인 4.5bar(450kPa)를 기준으로 더 높은 압력인 5bar(500kPa)

로 실험을 진행하였다(Senjanović, 2005).

탱크 내부의 압력은 압력 계기판을 통해 확인되고 압력조절 밸

브로 이를 조절한다. 저장탱크를 구성하는 재료인 SUS304L의 물

Table 1 Dimensions of the experimental tank

Variables Value [mm]

Semi-diameter 200

Length 790

Thickness 3

(a)

(b)

Fig. 1 (a) Schematic design of experimental tank; (b) Photograph 

of experimental tank.

Table 2 Thermal properties of SUS304L (Peckner and Bernstein, 

1977)

Item Value [kg]

Specific heat capacity [J/g-℃] 0.500

Thermal conductivity [W/m-K] 14.0 ~ 16.3

Density [8.00 g/cm3] 8.00

Table 3 Thermal properties of nitrogen (Rohsenow et al., 1985)

Temperature
[℃]

Conductivity  
[W/(m⋅K)]

Specific heat 
[J/(Kg⋅K)]

Density 
 [kg/m3]

-173 - - 808.3

-173 0.009 1038 1.250

-123 0.014 - -

-73 0.018 - -

27 27 - -

성치는 Table 2에서 나타낸다. 또한 실험에 사용될 온도별 기체상

태의 질소 및 액화질소 물성치를 Table 3에서 나타내었다. 열전대

를 용접할 경우, 주변 온도가 아닌 대상 구조물의 온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다(Liang and Yuan, 2008). 이를 통해 완벽한 접합 형

성을 위해 Fig. 2(d)의 열전대 용접기를 이용하여 극저온 환경에

서 주로 사용되는 T-type 열전대(Lebioda and Rymaszewski, 2015)

를 Fig. 2(b)와 같이 용접하였다. 그리고 DAQ(Data acquisition)와 

PC를 이용하여 시간에 따른 온도 데이터를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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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2 (a) Pressure gauge; (b) thermocouple; (c) DAQ(data acquisition); 

(d) thermocouple welder

2.2 실험 조건 및 절차

본 연구의 실험에서는 탱크가 고정되어있기 때문에 탱크 내

부의 유체 유동에 따라서 슬로싱 하중으로 인한 하중은 무시하

였다.

LN2의 주입 적재율에 대하여 LNG(Liquefied natural gas) 연료

가스 또는 저인화점을 가지는 기타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에 대

한 국제 안전기준 IGF code(International code of safety for ships 

using gases or other low-flashpoint fuels)에서는 저장 탱크의 내

부 화물량은 98%까지 적재하여 출항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본 실험에서는 LN2의 주입 적재율을 98%로 설정하

였다(MSC, 2015).

BOG 발생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Fig. 3에서 보듯이 탱크 

외벽의 특정 위치마다 20% 등 간격으로 열전대를 부착하였다. 

또한 탱크의 압력은 압력 조절 밸브를 통해 내부 압력이 일정

하게 유지하였으며, 실험 시 압력은 5bar로 유지하였다. DAQ를 

통해 측정하고자 하는 정보를 PC에서 가시적으로 추출할 수 있

다. Fig. 4와 같이 열전대를 부착한 탱크는 가급적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밀폐된 공간에 배치하였다.

대형 탱크의 경우 내부에 LN2를 적재한도 98%까지 충전 이

후 BOG 발생량이 안정 상태에 돌입한 뒤 실험을 수행하지만

(Kang et al,. 2018) 본 연구의 탱크에 대해서는 관련된 연구가 

Fig. 3 Schematic view of experimental tank testing

Fig. 4 Arrangement of attached thermocouple according to filling 

ratio on cylinder and semi-sphere

부족하여 LN2의 주입부터 각 적재율에 부착된 열전대를 통해 

데이터를 추출하였다.

2.3 분석 방법

LN2는 -192oC에서 존재하며, 탱크 내부로 주입 할 시 급격히 

온도가 저하된다. 이러한 온도 저하에 의한 재료의 열 수축을 

방지하기 위해서 Cool down이 필요하다. 이 과정 중에 C type 

탱크의 내⋅외부의 온도차로 인한 SUS304L의 열전도, LN2의 

열복사와 같은 열 발생 메커니즘이 발생한다. 

열전대를 통한 계측 온도와 설계 압력에 따라 Fig. 5에서 나

타난 질소의 전형적인 상평형 다이어그램을 통하여 물리적 상

태를 확인하였다(Park et al., 2014).

또한, 본 연구에서는 Cool down 과정을 Zone 1로, 이후의 과정

을 Zone 2와 Zone 3으로 Table 4와 같이 분류하였다. Cool down 

과정은 4,733초 동안 진행되었으며 설계 압력에 도달한 상태에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제안한 각 과정을 고려하여 데이터를 분석하

였다.

Fig. 5 The typical temperature-pressure phase diagram for nitrogen 

(Fracz et al., 2017)

Table 4 The division of zones

Zone Period [sec] Temperature range [℃]

Zone 1 0 – 4,733 30 ~ -193

Zone 2 4,733 – 23,677 -193 ~ -94

Zone 3 4,733 – 30,908 -94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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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결과 토의 및 결론

본 실험에서의 계측 시간 및 계측 시 외부 환경 변수인 주변 

온도 및 습도를 Table 5에 나타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실험을 

통하여 추출된 경판과 동판의 온도 분포는 Figs. 6-7에 나타내었

Table 5 Measurement Variable of the test

Item Measurement variable

Inner pressure of the tank [bar] 5

LN2 usage [kg] 120 × 2

Amount of vaporization 120 × 2

Overall experimental time 7 h 30 min

External temperature(Average)[℃] 25

Relative humidity [%] 83.4

Fig. 6 Temperature of cylinder from the thermocouple about filling 

ratio

Fig. 7 Temperature of semi-sphere from the thermocouple about 

filling ratio

다. 실험 결과, LN2를 독립형 액화가스 저장탱크에 98% 적재 후 

전량 기화되었을 때의 시간은 7시간 30분이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분석 내용은 아래에 상세히 기술하였다.

(1) BOG 발생에 따른 적재 높이 별 온도 구배 분석 

온도 구배 분석 시간 범위는 약 8시간 30분으로 LN2가 전량 

기화되는 시간 동안으로 하였다. 각 적재율에서의 최저온도일 

때 물리적 상태를 확인하였다. Table 6에서 탱크 내부 높이별 

작용하는 압력은 LN2의 정수압과 설계압력의 합으로 나타내었

으며, 정수압은 굉장히 미소하여 전체 압력에서는 큰 영향을 미

치지 않았다. 설계압력에 따른 내부 온도를 비교 해 본 결과, 

Cool down 후, 98% 높이에서의 최저 온도는 약 -94oC로 압력-온

도 선도에 따라 초임계상태로 정의된다. 따라서 이 시점의 LN2

는 기체와 액체가 공존하는 상태이며, 해당 온도에 도달할 시 

기화가 발생하는 구간으로 가정하였다. 이에 따라 20%, 40%, 

60%, 80% 높이에서 물리적 상태가 액체임을 알 수 있었다. 

Table 7에서 -94oC 시점을 기준으로 각 적재율 별 온도 도달 시

점을 확인하였다. Zone 2에서 표시 된 것처럼 각 적재율의 높이

들에서 LN2가 기화되는 시점을 Fig. 8에 나타내었다.

BOG 발생 후 각 적재율에서의 온도 구배에 대한 경향성 분

Table 6 The lowest temperature and pressure at each filling ratio 

after cool down

Filling ratio 20 % 40 % 60 % 80 % 98 %

Hydrostatic
pressure [kPa]

2.5 1.9 1.3 0.6 0.06

Design
pressure [kPa]

500 500 500 500 500

Total
pressure [kPa]

502.5 501.9 501.3 500.6 500.06

Minimum
temperature [℃]

-175.3 -182.0 -177.5 -155.3 -94.1

Fig. 8 Range with temperature-pressure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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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Vaporization time by filling ratio

Filling ratio 20 % 40 % 60 % 80 % 98 %

Evaporation time 
[sec]

23,677 21,090 17,514 15,467 4,733

석을 할 수 있었다. Zone 3에 진입하는 시간은 일정 간격으로 

확인되나, 온도 증가 경사는 낮은 적재율 일수록 급격한 변화를 

가졌다. 이는 낮은 Filing ratio 일수록 큰 BOG 대류가 생기고 

유동물질에 대한 속도도 빨라져 탱크 외부와 내부의 열전달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Lebioda and Rymaszewski, 2015).

이에 따라 적재율이 낮을수록 LN2가 기화되는 BOG 발생량의 

급격한 증가를 예상할 수 있다.

(2) 경판과 동판의 BOG 발생에 따른 온도 분포 비교

Fig. 4와 같이 경판과 동판에 각각 열전대를 부착하여 위치에 

따른 온도 분포를 확인해보았다. 실험 결과 20%, 40%, 60%, 80%

에선 차이가 그리 크지 않았고 유사한 경향을 보임을 알 수 있었

다. 하지만 98%에서는 경판과 동판의 온도 분포가 다소 큰 차이

를 보였다. 그 이유는 경판의 열전대 위치가 LN2 주입 밸브 가까

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동판에 비해 저온이었고 이는 기체와 

액체가 공존하는 초임계상태가 된다. 하지만 경판에 부착된 열

전대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주입밸브에서 주입된 LN2가 상부

에 있는 질소가스와 함께 탱크 내부에서 순환하게 된다. 이때 압

력 조절 밸브 가까이에 위치한 동판의 98%에서 기화 되어 나가

는 질소의 영향으로 온도가 저온으로 내려가기에 어려움이 있었

다. 따라서 Fig. 9와 같은 온도 차이 구배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Fig. 9 Difference of temperature between cylinder and semi-sphere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독립형 액화가스 저장탱크를 대상으로 BOG 

측정 실험을 통해 BOG발생에 따른 온도 구배에 대한 경향성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1) BOG 발생에 따른 온도 구배 분석

LN2가 주입됨에 따라 탱크 내부 온도가 저하되고, 이와 함께 

독립형 액화가스 저장탱크에 열 수축이 발생한다. 이에 의한 구

조적 안전성을 위해 Cool Down 과정을 4,773초 동안 진행하였

으며, Cool down 진행 후에 98% 적재율 높이에서 설계압력 

5bar, 최저온도 약 -94도로 초임계상태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이를 기준으로 20%, 40%, 60%, 80%에서 기화 시점의 시간

을 확인해본 결과, 낮은 적재율에서 BOG가 발생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됨을 실험을 통해 그 경향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2) 낮은 적재율에서의 BOG 발생 경향성 분석

적재율이 낮을수록 온도 구배 기울기 경사가 증가된다는 실

험 데이터를 통해 낮은 적재율에서 탱크 내부와 외부의 열전달

이 많고 BOG 발생량이 급격하게 증가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낮은 적재율에서 BOG 대류가 강하게 일어난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3) 경판과 동판의 BOG 발생에 따른 온도 분포 비교

경판과 동판에 부착한 열전대에서 추출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Cool Down 구간에서 갑작스런 LN2가 N2로 기화하는 

BOG 발생에 따른 다상유동과 상변화에 따른 증발, 그리고 액화

질소와 질소가스 그리고 SUS304L의 전도 열전달 등 복잡한 열

전달 메커니즘 발생을 통해 적재율 98%에서 큰 온도차이 구배

가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본 논문에서

는 적재율마다 BOG 발생 시간을 예측하고, BOG 경향성을 분

석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한 독립형 액화가스 저장탱크는 BOG발생에 

따른 내압 상승을 실질적으로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

으로 인해, 천연가스나 수소 등과 같은 친환경연료를 액화하여 

보관 및 운송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구조적 형상을 지녔다. 이는 

육상에서 극저온용 저장용기, 해상에서 소형 선종과 같은 다양

한 분야에서 적용될 것으로 기대 된다. 

본 연구의 후속 연구로서, 단열재를 부착하여 기화량 제어를 

위한 Mock-up 탱크 실험을 수행할 예정이며, 본 실험에서 확인

된 기화시간은 추후 단열재를 부착한 Mock-up 탱크 실험에서 

단열재를 부착하지 않은 탱크와 부착한 탱크에 대한 BOR 비교

를 위한 기초 연구자료로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연구 결과는 독립형 액화가스 저장용기의 단열 보강을 위한 열

성능 평가의 기준으로서 활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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