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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비 변화에 따른 튜브 내 고압 수소 자발점화현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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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area-ratio effect on self-ignition of high pressure 
hydrogen gas released in to a 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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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hen high-pressure gas is suddenly leaked out into the air, unexpected ignition occurs

without any external ignition source. Until now, there have been investigations on

self-ignition of hydrogen by supplying high-pressure hydrogen gas into a tube. However

the mechanism of hydrogen ignition is still unclear. This paper describes the area-ratio

effect on hydrogen ignition by inserting a brass plate. The results show that the ignition

phenomena differ as the area-ratio changed. Also, the rupture pressure for self-ignition

has to be hig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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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연료는 연소 후 물만 생성되기 때문에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오염 문제가 적어 차

세대 대체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수소 가스를 저장하는 방식은 고압 압축 저장

방식이나 액화에 의한 저장방식 등 여러 방식이

있으며 국내에서는 실용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수소가스를 공급받기 위하여 주로 고압으로 저

장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수소는

가연성 기체이면서 확산이 빠르고 열전도성이

좋으며, 점화에 필요한 최소폭발에너지가 낮아

수소 저장 시 효율과 안전성에 대한 주의가 필

요하다. 실제로 뚜렷한 점화원이 없음에도 불구

하고 고압 수소가 공기 중으로 누출될 경우 점

화 및 폭발 등 다양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1].

이에 자발점화 현상에 대한 메커니즘과 그 원인

을 밝히고자 실험적·수치적 연구가 국내·외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수소의 자발점화 현상에

대한 원인으로 Reverse Joule-Thompson 효과,

정전기 발전, 확산 점화, 급속 단열압축, 고온표

면 점화 등 다양한 가설들이 제시되었다[1]. Wo

lanski & Wojciki[2]가 충격파 튜브에서 수소와

산소를 이용하여 실험한 결과와 Dryer[3]의 수

소와 공기를 이용해 rupture disk(격막)를 파열

시킨 실험결과를 통해 확산점화 메커니즘이 가

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4].

수소에너지의 확산 자발점화현상에 대한 메커

니즘을 명확히 규명하고자 다양한 실험적·수치

적 연구가 진행되었다[4-9]. 수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압 수소의 자발점화 현상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공기를 충분히 가열할 수 있는 강한

충격파가 발생되기 위한 높은 파열압력과 수소

와 공기가 충분히 혼합될 수 있도록 튜브길이가

충분히 길어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9]. 최근에

는 격막 파열직후부터 발생되는 점화현상과 유

동현상을 관찰하고자 팽창 튜브 양면에 가시화

창을 설치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10].

그러나 아직까지 수소에너지의 자발점화 현상

에 대한 메커니즘을 완전히 설명하기에는 부족

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황동 판(brass plate)

을 격막과 팽창튜브 사이에 삽입하여 격막 파열

직후의 면적비(Area Ratio, AR)를 변화시키는

실험을 수행함으로써 튜브 내 발생하는 고압 수

소의 자발점화 현상에 대한 발생 메커니즘 및

그 영향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실험 장치에 대한 모식도는

Fig. 1과 같으며, 실험 장치는 크게 가압부와 시험

부로 나누어진다. 가압부는 상업용 수소가스 실린

더와 최대 130 Mpa까지 가압시킬 수 있는 boost

er로 구성 된다. 시험부는 수소가스를 저장 용기

에 저장한 후, 실험 모델 cylinder 내부로 고압의

가스를 공급하여 격막이 터졌을 때 팽창 튜브로

수소 가스가 누출되도록 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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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icture of brass plate

Fig. 1 Schematic of experimental configuration

Fig. 2 Experimental model

팽창 튜브는 Fig. 2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길

이 200mm, 단면적 100
으로 가시화가 가

능하도록 정사각형의 모양을 이루고 있다. 실험

에서 사용한 격막은 Pet재질을 사용하였으며, 격

막두께를 50-250um까지 바꾸어가며 파열압력을

조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4-

6,9]와는 달리 2mm 두께의 황동 판을 팽창 튜

브와 격막 사이에 삽입하였다. 판을 삽입하지

않았을 때의 유동이 흘러가는 단면적을 1이라고

할 때, 1을 기준으로 면적비가 0.75, 0.5가 되도

록 판을 제작하였으며, 판의 형상은 Fig. 3과 같

다.

Fig. 4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본 실험에서의 판

의 역할은 격막 파열 직후 수소가스가 튜브를

통해 흘러가는 단면적을 A에서 B로 순간적으로

바뀌게 하는 역할을 한다.

Fig. 4 Assembly of a rupture disk and brass

plate with extension tube

실험 시 격막의 파열압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cylinder 양쪽에 압력센서를 설치하였으며 설치한

압력센서는 Kulite센서(ETM-HT-375-5000G)와

Sensys 센서(PSC K 0700 BCPG) 이다. 또한, 튜

브 내 충격파 및 분출 수소의 압력은 축방향으

로 설치한 6개의 PCB 센서(PCB, 111A26)로 측

정하였다.

격막두께를 조절하여 파열압력을 30bar ~ 130

bar변화시켰으며 Fig. 5는 본 실험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여준다. 그래프 분석 결과, 면적비 1과

0.75에서는 85bar 이상에서부터 자발점화가 발

생하였으며, 면적비 0.5에서는 120bar 이상에서

부터 점화현상이 발견되었다. 면적비 1과 0.75의

경우, 점화가 발생한 압력이 비슷하기는 하나,

터진 격막두께는 다르다.

Fig. 5 Experimental results with area-ratio

  면적비 변화에 따른 튜브 내 벽면 압력을

PCB압력센서로 측정한 결과는 Fig.6-8 에서 확

인할 수 있다. 또한 Shock tube theory와 격막 파

열 직후 실험을 통해 측정한 튜브 내 벽면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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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비교 값을 Table 1에 첨부 하였다. Table 
1에서 확인 학 것과 같이, 면적비가 1일 때에는

이론값과 실험값에 별다른 큰 차이가 없지만, 면
적비가 작아질수록, Shock tube theory값과 실험으

로 측정한 압력 값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

다. 이를 통해, 유동이 흘러가는 단면적이 변화

하면 Shock tube theory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

결론을 내릴 수 있다.

AR
[Area Ratio]

experiment
[Mpa]

theory
[Mpa]

1 2.12 2.29

0.75 1.95 2.25

0.5 1.79 2.6

Table 1 면적비에 따른 자발 점화 시 실험결과

와 충격파이론에 대한 평균 결과값 비교

이에 실험을 통해 측정한 튜브 내 벽면압력을

Shock tube theory에 적용시켜 예상되는 이론

파열압력을 계산하였다. 계산 결과, 0.75에서는

파열압력 90bar임에도 실제 이론을 적용했을 때,

80bar에서 격막이 터지는 것으로 계산이 되었고,

면적비 0.5에서 측정한 파열압력은 120bar 이지

만 이론식을 적용했을 때 약 60bar 근처에서 격

막이 터지는 것으로 계산이 되었다. 실제 60이

나 80bar 압력으로는 면적비 1에서는 불이 붙지

않는 조건임을 선행연구[10]를 통해 이미 알고

있다. 이를 통해 면적비가 작아질수록 자발점화

를 일으키기 위한 파열압력은 높아지는 경향성

을 알 수 있다.

Fig. 6 Measured pressure along the side wall

(AR=1, Rupture pressure about 90bar)

Fig. 7 Measured pressure along the side wall

(AR=0.75, Rupture pressure about 90bar)

Fig. 8 Measured pressure along the side wall

(AR=0.5, Rupture pressure about 120bar)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알려진 튜브 내 고압

수소 가스의 누출에 의한 자발점화 현상에서 면

적비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험을 수행

하였다. 실험결과, 면적비가 작아질수록 강한 충

격파를 생성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파열압력이

높아지는 것을 실험적 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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