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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화나트륨 유래의 미이용 고순도 부생 수소를
활용한 지산지소, 지역 간 협력 모델의 구축

시모노세키시

환경성 지역 제휴·저탄소 수소 기술 실증 사업



사업개요

실증을 하는 공급망의 개요(이미지도)

1

야마구치현 슈난 콤비나트에 자리한 수산화나트륨 공장(식염 전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미이용
고순도 부생 수소를 회수하여 지역에서 다면적으로 이용함과 동시에 해당 수소를 액화하여 광역에
수송하여 이용하는 지역 간 수소의 수급 모델의 실증을 한다. 환경성의 2015년도 위탁사업으로서
채택된 것이다.
본 사업은 환경성 지역 제휴·저탄소 수소 기술 실증 사업에 의하여 주식회사 도쿠야마를 대표

신청자로 도소 주식회사, 야마구치현, 슈난시, 시모노세키시 4자가 공동 실시자로 실시한다. 실시 예정
연도는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5년간이다.

제 조 이용

<액화 수소(로리)>
액화 플랜트에서 액화한
수소를 로리로 수송
액화 수소

<카들> 순수 수소 연료 전지에 공급 <순수 수소 연료 전지>

압
축

수
소

액
화

수
소

<수산화나트륨공장>
미이용 부생 수소
회수

<액화 수소 ST>
・FCV나 FC 지게차 등에 공급
・증발 가스를 회수, 재이용

<연료 전지 자동차>

<연료 전지 지게차>

실증 지역은 슈난시 내(지산지소 모델)

<연료 전지 지게차>

<연료 전지 자동차>

<순수 수소 연료 전지>

<간이형 수소 충전 설비>
・FCV나 FC 지게차 등에 공급
・증발 가스를 회수, 재이용
・순수 수소 연료 전지에 직접 공급

실증 지역은 슈난시 내 실증 지역은 시모노세키시 내(지역 간 제휴 모델)

수송 저장, 공급

인접 시설의 수소 이용 설비에 직접 공급



미이용 부생 수소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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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생 수소(H2)는 수산화나트륨(NaOH) 제조 시에 부차적으로 발생
· 수산화나트륨 유래의 수소는 고순도
· 가동 변화에 따라 방출하는 수소(미이용 수소)를 회수하여 유효 활용

변동 흡수로 이용되지 않은(방출) 수소의 이미지
· 수소의 수요는 순차적으로 변화
· 수요가 떨어진 시점에 버퍼 드럼에 회수
· 수요가 증가할 때 수요처에 방출하여

수소 수급 균형을 이룬다

미이용 수소를 회수하는 버퍼 드럼
(주식회사 도쿠야마 도쿠야마

제조소 내)

수산화나트륨 석유화학 철강 석유 정제
*목적 생산의 개질수소

H2 순도

정제 손실

배출 이산화탄소

미이용 부생 수소

중 미이용 H2

공급 여력

99.9% 이상

거의 없음

약 11억m3N 

약 10% 

90% 정도

중

거의 없음

거의 없음
(플랜트는 에너지 자립의 설계) 

55% 정도

대

약 23억m3N 

거의 없음
(공급 여력은 전부 자가 발전

용도로 전용) 

97% 정도

소

약 34억m3N 

없음
(공급 여력은 전부 목적 생산

개질 수소)

미이용(방출) 수소 평균 500m3N/h

←변동을 흡수하는데
필요한 수소

←사용측에서 필요한
수소량(평균)

변동 0~1,000m3N/h(단시간 사이클)

수
소

사
용
량

시간



·시모노세키 항구의 복리 후생 시설에 3.5kW 순수 수소 연료 전지 1기를 설치
·발생한 전기와 열(온수)은 복리 후생 시설에서 이용
·간이형 수소 충전 설비에서 수소 공급관을 설치하여 수소를 직접 공급

복리 후생 시설 1층
목욕탕

시모노세키 항구 복리
후생 시설

액화 수소 저장 탱크

BOG 가온기

간이형 수소 충전 설비에서
발생하는 증발 가스※를 회수하고
3.5kW 순수 수소 연료 전지에
파이프라인으로 공급

(파이프라인의 길이는 약 170m)

수소 공급관

※저장 탱크 내부에 외부의 열이 침투하여
기화한 수소 가스, BOG

3.5kW 순수 수소 연료 전지 (도시바
제)

전기 열(급탕)

간이형 수소 충전 설비

수소 가스 수송

순수 수소 연료 전지 실증

３



１．연료 전지 자동차(FCV)의 실증(시모노세키 지역)

·2017년 9월에연료전지자동차 1대를도입
·시모노세키 시장의관용차로이용
·연료인수소는간이형수소충전설비로충전
·주행거리, 수소소비량등의데이터를수집, 분석하여 CO2 감소효과와경제성을검증

실증 차량 Clarity Fuel Cell(혼다 제) 사업개시식(2017년9월 개최)에서 환경성 코바야시
고문(사진 좌측)와 마에다 시모노세키시장(사진
우측)에 의한 수소충전 파포먼스

이동체 실증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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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연료 전지 지게차(FCFL)의 실증(시모노세키 지역)

·2018년 3월에 연료 전지 지게차 2대를 도입

·시모노세키 항구에서의 하역 업무 등에 이용

·연료인 수소는 간이형 수소 충전 설비로 충전

·가동 시간, 수소 소비량 등의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CO2 감소 효과와 경제성을 검증

제1 공구 내부

■ 주요 차량 사양
정격 하중 2,500kg
주행 속도 부하 12.1㎞/h 
무부하 14.5㎞/h
차량 중량 3,900kg
■ 연료 전지 유닛 사양
전압 48V
최대 출력 32kW
수소 충전 압력 35MPa
수소 탑재량 1.2kg

실증 차량 오른쪽: 1호 차 좌: 2호 차(토요타
자동직기 제)

실증 장소 시모노세키 항구 내 시설 “제1 공구”

수소 충전 광경

차량 보관 장소

고도 위생 관리화를 향해 정비하고

있는 시모노세키 항구에서 가동 시에

CO2를 배출하지 않는 연료 전지

지게차를 하역 업무 등에 사용.

이동체 실증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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