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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열 압력에 따른 튜브 내 고압 수소 누출에 의한 자발점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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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pontaneous ignition mechanism of high pressure hydrogen gas released into tube

is well-deduced from previous studies. However, those results have a limit because the

studies have been conducted at low burst pressure of about 10 MPa. In this study, the

process or ignition feature are investigated with higher burst pressure of up to 30 MPa

through numerical analysis. The results show that the trend of ignition became to be

different with a burst pressure. While two reaction regions is important to initiate the

ignition when burst pressure is about 10 MPa, the reaction of the core region does not

play a role in ignition inside the tube when a burst pressure is above 20 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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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고압 수소는 차세대 청정 에너지원으로 여러

산업에서 그 활용성이 증가되고 있으나, 시스템

에 적용하는데 있어 안정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

기되고 있다. 실제 뚜렷한 점화원이 없음에도 불

구하고 고압 수소 가스가 누출된 경우 점화 및

폭발 등 다양한 사고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1]

이에 최근 자발 점화의 메커니즘과 원인을 밝히

고자 수많은 실험적/수치적 연구가 수행되어져

오고 있다. 누출되는 고압 수소의 자연점화의 원

인으로 Reverse Joule-Thompson 효과, 정전기

발전, 확산 점화, 급속 단열압축, 고온표면 점화

등 다양한 가설들이 제시되었으나, Wolanski &

Wojciki [2]의 수소와 산소를 이용한 충격파 튜

브를 통한 실험적 연구 이후, 다양한 실험적/수

치적 연구를 통해 확산 점화 메커니즘이 가장 가

능성이 높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최근에는 파열 격막을 고압의 수소를 이용하

여 파열 시켜 튜브 내 수소를 누출시키면서 발생

되는 자발점화현상에 대한 실험적/수치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연구 결과 자발점화 현상

은 파열 압력이 높을수록, 튜브 길이가 길수록

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

는 기존 연구 결과로부터 제시된 다음의 자발 점

화 메커니즘으로부터 설명될 수 있다.[3-9] 격막

을 통해 분리되어 있던 고압의 수소가 파열되면,

압력차에 의해 충격파가 발생한다. 발생된 충격

파는 하류로 흐르면서 튜브 벽에서 반사되어 다

차원적 상호간섭이 발생한다. 이러한 상호작용에

의해 충격파에 의해 유도된 유동의 경계층과 튜

브 내 중앙 영역(core region)에서는 수소와 공기

의 접촉면(contact surface)에 복잡한 수소/공기

혼합 영역이 형성된다. 1차적으로 고온의 경계층

에서 형성된 혼합 영역에서 점화 현상이 발생한

후, 충격파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된 튜브 중앙

영역에서의 혼합 영역이 2차적으로 점화된다. 2

개의 반응영역이 하류로 전파되면서 하나의 화염

으로 합쳐지게 된 후 튜브 단면전체를 채우게 된

다. 합쳐진 화염은 튜브를 빠져나간 후 튜브 바

깥에 화염이 존재할 수 있을 정도의 에너지를 공

급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확산화염을 유지한다.

이와 같은 메커니즘에 의하면 튜브 내 고압

수소의 자발 점화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1)공기를

충분히 데울 수 있을 정도의 강도를 갖는 충격파

가 발생되기 위한 높은 파열 압력, 2)충격파 상

호작용이 발생될 수 있는 파열 격막 형상, 3)수

소와 공기가 충분히 혼합될 수 있는 튜브 길이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는 대

부분 10 MPa 정도의 파열압력에서의 결과로부

터 유추된 결론이다. 실제 파열 압력이 높아지면

튜브 내 형성되는 유동의 형상이 달라질 수 있으

며 이에 따라 점화 메커니즘 현상 달라질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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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제 튜브 내부 가시화를 통한 실험적 연구

를 수행한 김용련 등[9]의 연구결과는 기존의 수

치해석 연구 결과와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수치적 연구를 통해 파열

압력에 따라 고압에서 누출되는 수소에 대한 자

발점화 메커니즘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

해 축대칭형 튜브에 궁형의 파열 격막 형상과

10-30 MPa의 파열 압력을 적용하였다. 연구 결

과를 통해 혼합영역, 화염 위치, 점화 메커니즘을

분석하였다.

2. 수치해석 방법

2.1 수치기법

본 연구에서 적용된 수치기법으로는 이상 기

체의 다원 화학 반응 유동에 대한 비정상 축대칭

Navier-Stokes 방정식을 기본 지배 방정식으로

사용하였다. 공간 차분 기법으로 HLLC 기법과 2

차 풍상 차분을 위한 WAF 기법과 Crank

-Nicolson 기법이 점성항 차분에 적용되었다. 화

학종의 열역학적 물성치는 NASA에서 제공되는

데이터에 기초하였으며 순수 화학종에 대한 전달

물성치들은 고전 가스역학 방법으로 얻어졌다.

화학반응 소스항에 대해 RADAU5에 의해 제안

된 기법이 적용되였고 수소 반응 모델로는 Li 등

이 제시한 9개 화학종에 대한 19개 반응식이 사

용되었다. 시간 적분은 Strang이 제시한 splitting

기법을 적용하여 2차 정확도를 유지하였다.

2.2 해석영역

Figure 1.은 본 연구에서 수행된 해석 영역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파열되는 steel 격막은 파

열될 때까지 가장자리에 얇은 테두리를 갖는 궁

형의 형상을 유지한다. 이를 모사하기 위해 Fig.

1과 같은 압력 경계 조건를 적용하였다.

Fig. 1 수치 해석 영역

해석된 튜브의 직경은 10.9 mm로 축대칭 경

계조건을 이용하여 해석 시간을 절감하였다. 길

이 방향으로는 격막으로부터 상류, 하류 100 mm

를 해석 대상으로 하였으며 해석 영역에 대한 경

계조건은 다음과 같다. 튜브 벽면에 대해서는 단

열 비점착 조건을 적용하였고, 튜브 양 끝단에서

는 외삽 조건을 적용하였다. 튜브 중앙의 대칭축

에 대해서는 점착 경계 조건을 적용하였다. 초기

온도 조건으로는 수소와 공기 영역 모두 300 K

로 설정하였고 공기의 초기 압력은 0.1 MPa 으

로 고정하였다. 10 mm의 균일한 정렬 격자계를

이용하여 해석하였으며 본 해석에서는 총 800만

개의 격자가 사용되었다.

3. 논의 및 결과

Figure 2는 10 MPa의 파열 압력에 대한 결과

로 (a)에 수치적 쉴리렌 이미지와 압력 선도를

이용하여 초기 유동의 형성 과정을 2 msec 간격
으로 제시하였다. 10 MPa에서의 수치해석 결과

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매우 유사하다. 궁형 압

력 경계 조건으로부터 발생되는 궁형 충격파로

인해 튜브 내 유동장이 형성되고 유도된 유동에

의해 경계층이 형성된다. 발생된 충격파는 튜브

벽면에 반사되어 튜브 중앙 영역에 큰 압력의 제

트를 형성한다 (6 msec). 이러한 제트로 인해 선

행하는 충격파의 형상이 달라지며 튜브 중앙 영

역에 큰 vortex ring이 발생한다 (8 msec). 형성
된 vortex ring은 충격파에 의해 데워진 공기와

고압 영역으로부터 팽창되는 차가운 수소의 혼합

을 도와 자발 점화가 발생하도록 하는데 있어 매

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후 vortex ring에 의

해 형성된 혼합 영역은 하류로 흐르면서 점차 그

영역이 증가되어 반응영역 역시 증가된다.

Figure 2(b)과 (c)에 동일한 파열 압력에 대한

가상 쉴리렌 이미지, 당량비, OH 분포 및 온도

선도를 10 msec 시간 간격으로 제시하였다. 앞서

Figure 2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0 msec에서 발

생한 vortex ring에 의한 혼합 영역은 점차적으

로 시간이 흐를수록 그 영역이 증대됨을 확인할

수 있다. 약 40 msec의 결과에서 경계층 영역에

서 발달하고 있는 반응 영역과 튜브 중앙 영역에

서 발달하고 있는 반응 영역이 존재함을 알 수

있으며, 이후 두 영역이 합쳐지면서 큰 화염으로

전파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이

복직 및 정인석[8]의 파열 압력 약 9.0 MPa의

연구 결과와 매우 유사하다. 즉 10 MPa 정도의

약한 파열 압력에서는 경계층에서 발생하는 혼합

영역과 충격파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중

앙 영역의 혼합 영역 모두 자발 점화를 발생시키

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됨을 알 수 있다.

Figure 3에 파열 압력 23.5 MPa에 대한 결과

를 제시하였다. Fig. 3 (a)에서 보여지듯이, 초기

충격파의 상호작용에 의해 튜브 중앙 영역에 혼

합 영역이 발생하는 것은 동일하다. 그러나 유동

이 하류로 흐르면서 튜브 중앙의 혼합 영역이 확

대되지 못하고 급격히 소멸되며 이에 따라 F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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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b)에 보여지듯 중앙 영역의 반응 영역 역시 사

라지는 것이 관찰된다.

(a) 가상 쉴리렌 이미지 및 압력 선도

(b) 가상 쉴리렌 이미지 및 당량비 선도

(c) OH 분포 및 온도 선도

Fig. 2 파열 압력 10 MPa 에 대한 해석 결과

이는 파열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충격파의 이

동 속도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발생되는 현상

으로 보인다. 대신, 경계층 영역에서 발달하던 반

응 영역은 충격파의 이동 속도와 무관하게 상대

적으로 느린 속도로 이동하며 반응 영역이 지속

적으로 증가하여 40 msec 이후에는 경계층 영역

에서 시작한 화염이 튜브 전체를 채우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파열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충격파

의 이동 속도와 유도된 유동 속도 역시 매우 빨

라져 중앙 영역의 혼합 영역이 점차 사라지게 되

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Fig. 3(b) 결과에서 보여

지 듯, 중앙 영역에 매우 빠른 유동이 형성됨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중앙 영역의 반응 영역은

전체적인 자발 점화 메커니즘에 큰 역할을 못하

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비교적 낮은 파열 압력인

10 MPa의 결과와는 다른 것으로 여겨진다.

(a) 가상 쉴리렌 이미지 및 당량비 선도

(b) OH 분포 및 Mach no. 선도

Fig. 3 파열 압력 23.5 MPa 에 대한 해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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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가상 쉴리렌 이미지 및 당량비 선도

(b) OH 분포 및 Mach no. 선도

Fig. 4 파열 압력 30.0 MPa 에 대한 해석 결과

Figure 4는 파열 압력 30 MPa에 해당하는 수

치해석 결과이다. 앞서 제시한 파열 압력 23.5

MPa의 결과와 유사하며 튜브 중앙 영역에 혼합

영역이 빠르게 사라지는 현상이 관찰된다. 이때

튜브 중앙에 형성되는 유동의 마하수는 4.2에 이

르며 전반적으로 튜브 내 발생하는 화염은 경계

층에서 발달하는 반응 영역으로부터 유도된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현재까지 알려진 튜브 내 고압

수소 가스의 누출에 의한 자발점화 현상에 대해

파열 압력에 따라 달라지는 특성을 밝히고자 하

였다. 파열 압력이 20 MPa 이상의 경우, 튜브

중앙에 vortex ring에 의한 혼합과 반응 영역은

충격파의 강도가 강해짐에 따라 쉽게 소멸되면서

전체적인 자발 점화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

으로 관찰되었다. 대신 경계층에서 생성된 반응

영역은 충격파의 강도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증

가하고 튜브 전체를 채우는 큰 화염으로 전파되

면서 자발 점화를 유도하는 중요한 요소로 여겨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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