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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브내 고압수소가스 누출에 따른 자발점화 현상 유동가시화 연구

김용련*․이형진**․김세환***․정인석*†

Self-ignition of high-pressure hydrogen gas released into tube 
Yeong Ryeon Kim*, Hyoung Jin Lee**, Sei Hwan Kim***, In Seuck Jeung*†

ABSTRACT

Unidentified self-ignitions were reported when the high-pressure hydrogen gas suddenly

leaked out. This paper presents a flow visualization study to investigate the self-ignition

mechanism in a test tube how the ignition process is initiated and the flame propagates

with measurement of a number of pressure and light sensors installed in the tube

supported the analysis of the self-ignition. The test result showed the location of the

self-ignition taken place and critical static pressure at the boundary layer for

self-ig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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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수소가 급격히 튜브내로 분출되면서 발생

되는 자발점화현상에 대한 가시화연구를 위하여

Fig. 과 같이 고압수소봄배(1), 실린더(2), 다이

아프람(4)와 가시화 창을 갖는 튜브(5)로 구성하

였다. 계측으로 파단압력을 측정하기 위한 압력

센서(3)와 튜브내 충격파 감지를 위한 동압력센

서(P1～P8)를 튜브 벽면에 설치하였으며, 점화

화염을 측정하기 위한 광센서(L1～L8)를 장착하

였다. 가시화 영역은 다이아프람에서 37.3～278.

8mm로 광학창을 설치하였다.

충격파와 점화화염은 Shadowgraph와 직접광

고속카메라를 이용하여 100,000 frame/sec 속도

로 계측하였다.

Fig.1 Test apparatus

파단압력을 다이아프람으로 적용된 마일러 필

름의 두께를 변화시켜 조정하였으며, 6.5～11.5
MPa 범위에 대한 시험을 수행하였다. 각 시험
에서 확인된 점화 유무 및 점화 위치는 Table 1
에 보이는 바와 같다.
Table 1 Summary of the expeiments

파단압력(MPa) 점화유무 점화위치

6.5 None N/A

7.5 Yes L8 - Tube Exit

8.0 Yes L6 - L7

9.0 Yes L1 - L2

10.0 Yes

Upstream of L211.0 Yes

11.3 Yes

자발점화가 발생되지 않은 6.5Mpa 파단압력

조건에서 충격파의 전파와 압축공기 및 팽창 가

스의 경계면 및 내부 유동장의 관찰결과는 Fig.

2 에 보이는 바와 같다.

Fig.2 자발점화가 없는 유동구조(6.5Mpa)

파단면에서 발생된 충격파는 초기에 반구형에

서 평면으로 변화되면서 충격파 압축으로 팽창

되는 고압수소와 충격파사이의 공기가 고온으로

가열되게 된다. 선행 충격파 후류의 유동구조로

Mixing Front, Mixing Center, Mixing Tail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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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 팽창 수소지역으로 구분되며, 점화에 충분

한 온도 및 유도시간의 부족으로 점화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튜브내에 자발점화가 발생된 경우의 유동구조

및 점화위치와 화염전파 형태는 Fig. 3 에 보이

는 바와 같다. Mixing Front의 후단인 경계층영

역에서 점화가 발생되어 화염이 Mixing Front

와 Mixing Tail로 전파되고 있으며 혼합영역이

잘 발달하여 난류혼합 화염의 형태를 보이고 있

다. 초기 점화는 압축가열공기와 팽창수소의 혼

합과 점화유도시간의 영향으로 Mixing Front

후단에서 발생된 것으로 보이며, 특히 경계층

영역에서 온도상승이 높기 때문에 벽면에서 점

화가 일찍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Fig.3 자발점화시 유동장 및 화염전파(9.0MPa)

가시화 시험시 계측된 벽면에서 압력 및 광센

서 데이터와 유동가시화 사진 판독을 통한 선행

충격파 이후의 압력변화 데이터로부터 분석된

점화 이전 벽면압력과 자발 점화성공의 경계를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면 Fig.4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점화가 발생된 위치는 최소 2.3 Mpa 이

상 상승한 경우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충격파

이론식에서 구한 단열압축 온도로 1360K 에 해

당된다. 따라서 경계층에서 자발점화가 발생되

기 위해서는 상기 압력정도의 압축가열과 점화

유도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고압수소가 튜브내로 급격히 누출되면서 발생

되는 충격파, Mixing Front, Mixing Center, 점

화위치와 화염의 존재영역을 압력측정, 광센서

측정과 가시화결과를 종합하면 Fig.5에 보이는

바와 같다. 초기 점화위치는 가시화 시험과 광

센서 측정 모두 Mixing Front 이후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본 시험에서 자발 점화된 모든 경

우에 벽면에서 점화가 발생된 것으로 확인되었

다. 초기 점화된 화염은 Mixing Front로 전파되

면서 중앙까지 전파되었으며, 벽면을 따라

Mixing Tail 까지 전파되고 있다. 최대 화염지

역은 Mixing Center로 정의한 팽창수소와 혼합

영역의 경계지역으로 혼합이 가장 활발하게 이

루워지는 곳으로 판단된다.

Fig. 4 벽면압력에 대한 자발점화 경계

Fig.5 점화원점과 충격파(1), 혼합영역(Mixing Front

(2), Mixing Center(5), 화염 전단(3), 최대화염(6), 소

염위치(7)), 이론 Contact Surface(4), (파단압력

9.0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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