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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 론

화석연료의 사용은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CO2) 배출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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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키고 있다. CO2는 대표적인 온실가스(GHG)이며 GHG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해운 분야에서 발생되는 GHG의 

배출량은 전 세계 GHG 배출량의 약 3 ~ 5 %를 차지하고 있

으며 글로벌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짐에 따라 오염물

질의 배출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Miola et al., 2010).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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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수소는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GHG) 배출을 감소시키고 선박용 친환경 연료로서 대두되고 있다. 수소는 가연 하한계

(Lower Flammability Limit, LFL)가 4 ~ 75 %이고 폭발 위험성이 큰 물질이다. 그래서 선박용으로 사용되려면 누출에 대비한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수소탱크 저장실에서 수소 누출이 발생한 경우, 급․배기구의 면적 변화가 환기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급․배기구의 면적은 1A = 740 mm × 740 mm이며 저장실 표면에 크기 및 위치 변경이 쉽도록 설정하였다. CFD 상용 소프트웨

어인 ANSYS CFX ver 18.1을 이용하여 급․배기구의 면적을 1A, 2A, 3A, 5A로 변경하였고, 면적 변화에 따른 저장실 내의 수소 몰분율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급기구 면적이 배기구 면적 증가에 비해 누출 수소의 농도를 더 감소시켰으며 단일 급기구보다 최소 2A 이상에서 

환기 성능이 향상되었다. 급기구의 면적이 증가할수록 수소 층화가 저장실 상부부터 균일하게 형성되었지만 LFL 범위는 벗어나 있었다. 

그러나 배기구는 면적을 단순히 증가하는 것만으로는 환기 성능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하였다.

핵심용어 : 수소 누출, 전산유체역학, 층화, 환기, 가연 하한계, 수소 몰분율

Abstract : Hydrogen has reduced greenhouse gas (GHG) emissions, the main cause of global warming, and is emerging as an eco-friendly energy 

source for ships. Hydrogen is a substance with a lower flammability limit (LFL) of 4 to 75% and a high risk of explosion. To be used for ships, it must 

be sufficiently safe against leaks.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effect of changes in the area of the air inlet / vent port on the ventilation performance 

when hydrogen leaks occur in the hydrogen tank storage room. The area of the air inlet / vent port is 1A = 740 mm × 740 mm, and the size and 

position can be easily changed on the surface of the storage chamber. Using ANSYS CFX ver 18.1, which is a CFD commercial software, the area of 

the air inlet / vent port was changed to 1A, 2A, 3A, and 5A, and the hydrogen mole fraction in the storage chamber when the area changed was 

analyzed. Consequently, the increase in the area of the air inlet port further reduced the concentration of the leaked hydrogen as compared with that of 

the vent port, and improved the ventilation performance of at least 2A or more from the single air inlet port. As the area of the air inlet port increased, 

hydrogen was uniformly stratified at the upper part of the storage chamber, but was out of the LFL range. However, simply increasing the area of the 

vent port inadequately affected the ventilation performance.

Key Words : Hydrogen leakage, Computational Fluid Dynamic, Stratification, Ventilation, Lower flammability limit, Hydrogen mole f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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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운 분야의 탄소제로배출(Zero Emission) 달성을 위해서

는 선박용 연료로 사용되는 에너지원의 전환이 필요하다.

친환경 선박에 사용되는 대체연료로는 LPG, LNG, 암모니

아, 바이오디젤, 수소 등이 있다. 특히 수소는 1970년 이후 

GHG 무배출과 에너지 효율의 이점으로 인해 재생 가능한 

자원으로 여겨져 왔다. 그리고 수소는 최소 점화 에너지가 

0.02 mJ로 낮고, 가연 하한계(LFL)는 4 ~ 75 %, 폭발 하한계

(LEL)는 18~59 %로 공기 중에 포함된 농도에 따라 폭발에 대

한 잠재적 가능성이 다른 기체에 비해 매우 크다(Borman and 

Ragland, 1998). 선박의 대체연료로 수소가 사용될 경우, 누

출․확산으로 인한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른 선

박에 비하여 더 높은 안전성이 요구된다.

수소의 누출․확산에 관한 연구는 주로 실험적 연구와 수

치적 시뮬레이션의 비교 분석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 수소

의 누출․확산에 관한 실제 실험은 높은 안전성 및 고비용 

문제로 인하여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에 비해 컴퓨터

를 기반으로 한 전산유체역학(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은 다양한 상용 소프트웨어인 FLACS, FLUENT, CFX, 

STAR-CD, PHOENICS 등을 사용하여 수소의 유동 특성을 연

구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누출 수소의 유동 특성에 관한 연구로는 FLUENT를 사용

하여 주거용 차고 내에서 수소의 누출 위치, 누출 속도, 누

출 시간 및 수소 농도 간의 관계를 조사하였다(Hajji et al., 

2015). 밀폐된 환경에서 수소의 누출 위치와 유량에 따른 수

소 확산 현상을 연구하였고, 누출 수소의 확산이 누출 위치

보다 유량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분석하였다(Stefano et 

al., 2019). 자연 환기와 강제 환기가 되는 부분적으로 열린 

공간에서의 수소 확산 및 축적을 수치적으로 계산하였으며 

비정상적 환기에 따른 와류 구조를 나타내었다(Matsuura, 

2009). 4가지 코드(ADREA-HF, CFX, FLACS 및 FLUENT)를 사

용하여 차고지 내부에 있는 누출 수소의 수치적 농도와 실

험 측정값을 비교하여 수소 연료 차량을 주차하기 위한 환

기 요구 사항을 제시하였다(Papanikolou et al., 2010). 수소 연

료 전지가 설치된 밀폐공간에서 누출 수소의 환기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통풍구의 위치 및 환기 방식에 대해 조사하

였다(Cerchiara et al., 2011).

한편 해운 및 조선 분야에서도 수소 누출․확산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내외적으로 수소연

료전지시스템을 소형 선박에 적용(Park and Youn, 2014)하거

나 여객선에 적용(Li et al., 2018)하는 실증적 연구가 진행되

고 있다. 해양에 고립된 선박에서 수소 누출로 인한 폭발사

고가 발생하면 막대한 인명과 재산뿐만 아니라 심각한 해양 

오염 사고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박에 설치

된 수소탱크 저장실과 같은 밀폐공간 내에서의 수소 누출과 

환기에 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선박용 수소탱크 저장실의 최적 환기에 관한 

수치해석적 연구(Lee, 2022)의 후속 연구로서 급․배기구의 

면적 변화가 환기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CFD 상용 소프트웨

어를 이용하여 수치해석 하였다.

2. 지배방정식

시스템 내부의 혼합물(공기+수소)인 유체 흐름의 수치해석

을 위하여 지배방정식은 연속방정식(continuity equation), 운동

량 방정식(momentum equation) 에너지 방정식(energy equation) 

을 이용하였다(Afghan Haji Abbas et al., 2020). 그리고 수소의 

확산 특성을 해석하기 위하여 화학종 수송 방정식(species 

transport equation)을 이용하였으며, 난류 모델은 Launder and 

Spalding(1974)의 Standard  모델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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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ρ는 밀도,∇는 구배 연산자, 는 속도 벡터, 

는 압력, 는 전단응력, 은 운동량 생성항, 는 총엔탈피, 

는 열전도도, T는 온도, 는 에너지 생성항,  
는 수소 

농도, 는 난류 점성 계수, 
는 난류 슈미트(Schmidt) 수, 

는 소스항이다. 

수치해석에 사용한 CFX 코드의 Standard  모델에서 사

용된 경험 상수는 Table 1에서 제시하였다(ANSYS Inc, 2018a).

    

0.09 1.45 1.9 1.0 1.3

Table 1. The constant values of the standar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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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치해석

3.1 수치해석 모델

본 연구에서는 260톤급 선박 내부에 수소탱크 저장실이 

설치된 것을 수치해석 모델로 채택하였으며, 모델이 되는 

선박의 크기는 인천항만공사에서 운영 중인 에코누리호를 

기준으로 하였다. 이 선박을 모델로 선정한 이유는 수소연

료전지 추진 방식이 대형선에 적용되기 전에 중․소형 관공

선에 적용하여 실험적․실증적 검증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

하였기 때문이다.

Fig. 1은 수치해석의 대상이 되는 수소탱크 저장실의 기

하학적 형태를 나타낸 것이다. 수소탱크 저장실의 크기는

5,280 mm(W) × 8,980 mm(L) × 3,800 mm(H)이고, 용적은 약 180 m3

이며 저장실 내부에 수소탱크가 설치된 형태로 구성하였다.

Fig. 1. Geometry of hydrogen tank storage room.

Fig. 2는 누출 가능성이 높은 임의의 누출부 6곳( ~

 )이 표시된 수소탱크(20 m3)를 나타낸 것이다. 수소의 누

출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부분은 탱크의 셀(shell)과 헤드(head)

의 용접부나 탱크와 연결된 배관부이다. 수소탱크 저장실의 

천장 정점각(Ceil Angle, CA)은 선박의 구조상 캠버(camber)를 

고려하여 평면(180°)이 아닌 177.7°로 하였다. 그리고 급․배

기구의 크기는 1A(1A') = 740 mm × 740 mm의 정사각형으로 

하여 저장실의 표면에서 위치를 다양하게 변경 및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Fig. 2. The leakage point and geometry of hydrogen tank.

3.2 경계 조건

수소탱크 저장실 내부의 유동 특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

로 누출부의 위치, 누출량, 급․배기구의 위치, 통풍량, 통풍 

면적, 환기 방식 등이 있다(Hwang et al., 2017). 급․배기구의 

위치, 통풍량, 환기 방식에 따른 환기 성능은 (Lee, 2022)에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환기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인 중

에서 급․배기구의 면적에 따른 환기 성능에 초점을 두고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환기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급․배기구의 면적 변

화에 대한 것으로 제한하기 위하여 유입되는 공기의 속도는 

비율적으로 감소 또는 증가시켰다. 즉, 급기구 면적이 1A, 

2A, 3A 및 5A일 때 유속은 각각 0.91 m/s, 0.455 m/s, 0.303 m/s 

및 0.182 m/s로 변경하였으며, 배기구 면적이 증가할수록 환

기량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유입 공기 속도를 비율적

으로 증가시켰다.

한국선급(KR)의 ‘선박용 연료전지 시스템 지침(2015)’에서

는 “급기구는 구역의 하부에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수소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연료전지구역은 상부에 장애가 될 만

한 구조물이 없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에 근거하여 Table 2와 같이 경계 조건을 설정하였다.

Items Setting Value

Air vent pressure 0 Pa

leak mass flow 1 g/s

hydrogen tank wall &
storage room

No slip wall

Wall Roughness(smooth wall)

Fluid Air at STP, H2 at STP

Buoyancy Model Buoy. Ref. Density (1.1688 kg/m3)

Heat Transfer Isothermal (300 K)

Solver Control
Advection Scheme 
(High Resolution)

Transient Scheme Second Order Backward Euler

Table 2. Boundary and computational conditions of CFD

수소가 탱크에서 누출되는 총시간은 최초 누출 시점을 

0s로 하고 누출 종료 시점을 1,000s로 설정하였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계산되는 해는 잔차 목표치(residual target)를 

RMS(Root Mean Square) 10-5로 설정하여 반복 계산된 후 저장

실 내의 누출 수소 몰분율(Hydrogen Mole Fraction, HMF)이 일

정해지면 수렴한 것으로 간주하였다(Hwang et a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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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격자 생성과 격자 독립성 검증

수치해석에 사용된 CFD 상용 소프트웨어는 ANSYS CFX 

ver. 18.1이며, 광범위한 압축․비압축성 및 층류․난류의 유

동 분석을 하는데 포괄적인 모델링 기능을 제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격자(grid)는 ANSYS Meshing 프로그램으로서 생성

하였고, 계산의 정확성과 계산 시간 단축을 위하여 수소 누

출 영역 근처와 벽면만을 국부적으로 조밀하게 생성하였다.

Fig. 3은 계산 영역(computational domain) 내에 정렬 격자인 

육면체(hexahedral) 및 비정렬 격자인 프리즘(prism) 형태를 사

용하여 생성된 격자를 나타낸 것이다.

Fig. 3. Meshing of the computational domain.

벽면 근처의 유동 특성을 잘 모사하기 위하여 프리즘 층

(prism layer)은 5개 층으로 생성하였고, 해석의 신뢰도를 높

이기 위하여 격자 품질 상태를 확인한 후에 계산을 수행하

였다. 격자 품질(mesh quality)은 수치적 계산 결과에 있어서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격자 품질을 확인하는 항목 중에서 

Skewness와 Orthogonal Quality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일반적으

로 최대의 Skewness는 0.95 이하, 최소의 Orthogonal Quality는 

0.15 이상을 추천하고 있다(ANSYS Inc, 2018b). 격자 품질을 

확인하는 이유는 좋지 않은 품질의 격자는 수치해석 결과의 

수렴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격자수에 따른 계산 결과의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격자 

독립성(mesh independence)을 검증하였다. 격자 독립성은 계

산 결과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격자수와 관

련이 있다. 이에 대한 검증은 수소탱크 저장실 내에 유동 속

도의 변화가 큰 임의의 누출점을  로 설정하여  에

서의 평균 속도 분포의 차이가 없는 격자수를 파악하고자 하

였다. 격자수는 생성된 총 노드(nodes)수를 기준으로 Node-Ⅰ

(1,491,666), Node-Ⅱ(2,443,214), Node-Ⅲ(3,892,722)으로 설정하

였다. 

Fig. 4는 노드 수에 따른  에서의 평균 속도 분포를 나

타낸 것이다.  에서의 평균 속도는 200s 이후에 Node-Ⅱ

와 Node-Ⅲ만이 1 % 이하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격

자 생성 및 계산 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Node-Ⅱ를 기준으로 

약 240만 개 격자를 생성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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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Grid independence verification.

4. 해석 결과

4.1 급기구 면적 변화에 따른 환기 성능

Lee(2022)에서 A=177.7°일 때, 환기 성능이 가장 낮은 것은 

누출부가  이고 배기구는 Vent-2 위치였다. 환기 성능이 

가장 낮은 누출부 및 배기구를 선정한 후, 급기구 면적 변화

가 환기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Fig. 5는 배기구를 Vent-2로 고정하였고, 급기구가 위치한 

영역을 In-A와 In-B로 한 수소탱크 저장실을 나타낸 것이다. 

급기구 면적은 1A(1A'), 2A(2A'), 3A(3A'), 5A(5A')로 변경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Fig. 5. Arrangement of Air inlet ports.

Fig. 6은 급기구 면적 변화에 따라 수소탱크 저장실 내의 

누출수소 평균 몰분율을 나타낸 것이다. 급기구 면적이 증

가함에 따라 수소탱크 저장실 내에 누출 수소의 평균 몰분

율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그 

결과 급기구 In-A 영역에서 급기구 면적을 1A에서 5A로 증

가시켰을 때 누출 수소 평균 몰분율이 약 30 % 감소하였으

며, In-B에서는 약 25 % 감소하였다.

누출 수소의 평균 몰분율의 감소 폭은 In-A의 경우, 1A에

서 2A로 될 때 약 21 %였으며, ln-B의 경우는 약 19 %로 나타

났다. 이는 급기구 면적이 증가할수록 저장실 내의 누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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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농도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하며, 급기구 면적을 1A에서 

2A로 변경할 때 가장 높은 환기 성능을 나타내었다. 즉, 급

기구로 유입되는 공기량의 증가 없이 급기구 면적을 증가시

키는 것만으로도 환기 성능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는 저장실 바닥 면을 마주 보는 수소탱크 표면의 중

앙에 위치하여 바닥 면 근처로 유입되는 공기의 영향을 많

이 받는 누출부이다. 특히  에서 누출된 수소는 탱크 표

면을 따라 천장 면으로 일부 확산되고, 일부는 유입된 공기

의 유동과 함께 Vent-2로 배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급기구 영역 In-A, In-B에 따라서도 수소 농도의 차이가 

생기므로 급기구의 위치와 저장실 내부 구조물의 배치도 환

기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급․배기구

가 같은 측벽에 설치된 경우가 서로 마주 보는 형태로 설치

된 경우보다 더 높은 환기 성능을 나타낸 것(Lee, 2022)과 결

과가 유사하였다. 이는 저장실 내부 구조물의 형상이나 위

치도 환기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저장실의 하부에 급기구가 설치되는 경우, 급

기구 근처는 유동이 충분히 형성될 수 있도록 수소탱크와 

같은 구조물의 위치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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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HMF according to the air inlet dimension.

Fig. 7은 급기구 면적 변화에 따른 저장실 내의 속도 분포

를 수평 단면에 나타낸 것이다. 급기구 면적이 증가할수록 

급기구 근처는 낮은 속도 분포가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 이유는 급기구 면적이 증가하면 유입 공기의 속도가 

비율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저장실 내부를 유동

하면서 속도가 느려졌다가 급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좁은 

배기구로 배출되면서 약간 높은 속도 분포를 나타내었다.

특히 Fig. 7(a)는 급기구가 1개인 경우로서 배기구가 설치

된 측벽 모서리 부분에 상대적으로 높은 압력 분포가 형성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외에는 급기구 및 배기구 근처를 

제외하고는 높은 압력이 형성되지 않았다. 따라서 급기구를 

구역의 하부에 설치할 때에는 급기구의 면적을 최소 2A 이

상 되도록 고려해야 한다.

(a) 1A

(b) 2A

(c) 3A

(d) 5A

Fig. 7. Contour of velocity according to air inlet dim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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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배기구 면적 변화에 따른 환기 성능

배기구 면적 변화에 따른 환기 성능은 급기의 유속을 0.91 m/s

로 일정하게 유지하고, 배기구 위치 및 면적을 변화시켜 수

치해석 하였다. Fig. 8은 급기구를 각각 Inlet-1, Inlet-2로 설정

하고, 배기구가 위치한 영역을 Vn-A와 Vn-B로 한 수소탱크 

저장실을 나타낸 것이다. 배기구 면적은 급기구와 동일하게 

1A(1A')부터 5A(5A')까지 변경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Fig. 8. Arrangement of Vent ports.

Fig. 9는 배기구 면적 변화에 따라 수소탱크 저장실 내의 

누출수소 평균 몰분율을 나타낸 것이다. Fig. 6과 비교해 볼 

때 배기구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는 수소탱크 저장실 내 누

출 수소 평균 몰분율의 감소 폭이 크지 않았고 대체로 비슷

한 농도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급․배기구가 서로 마주 보

는 측벽에 설치된 형태와의 비교에서도 누출 수소의 농도 

차이는 무시할 수 있는 정도로 낮게 나타났다. 

2A에서 3A로 면적이 증가할 때에는 농도가 약간 증가하

였다. 이 결과를 토대로 배기구 면적을 증가시키는 것만으

로는 환기 성능을 높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 배기구 

면적에 비해 급기의 유속 또는 급기구의 위치 및 면적이 환

기 성능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판단하였다.

Air Inlet dimension

1A 2A 3A 5A

H
y
d
ro

g
e
n

 M
o
le

 F
ra

c
ti
o

n
(H

M
F

)

0.0141

0.0142

0.0143

0.0144

0.0145

0.0146

0.0147
Inlet-1
Inlet-2

Fig. 9. HMF according to the vent port dimension.

4.3 급기구 면적 변화에 따른 수소 층화

밀폐공간에 수소가 누출된 후에 배출되지 않으면 수소 농

도는 LFL를 초과하여 0.15 ~ 0.16에 빠르게 도달하게 된다. 그

리고 수소의 물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전체 구획으로 층화되

면 화재의 위험성이 높아지게 된다(Dadashzadeh et al., 2016). 

그러나 확산 및 부력에 의해 천장으로 상승한 누출 수소는 

천장 면 가까이 설치된 배기구로 배출되면서 LFL이 낮아지

게 된다. 이는 배기구가 있는 것만으로도 저장실 내부의 

LFL 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Fig. 10은 수소탱크 저장실 내의 급기구 면적 변화에 따른 

누출된 수소의 층화(straitification)를 나타낸 것이다. Fig. 10(a)

에서는 누출 수소가 수소탱크 표면을 따라 천장부로 빠르게 

확산하여 천장 면에 가장 높은 농도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일부는 배기구로 배출되어 배기구 근처가 옅은 수소층을 형

성하고 있었으며, 저장실 전체에 수소 층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러나 Figs. 10(b) ~ 10(d)와 같이 급기구 면적이 증

가할수록 누출 수소의 층화가 저장실 내의 상부부터 균일하

게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소탱크의 하부는 농

도가 가장 높을 때 붉을 색을 나타내는 누출부의 근처를 제

외하고는 농도가 LFL을 벗어나 있었다. 이는 급기구 면적 

증가가 수소탱크 하부로 유입되는 공기 유동 면적을 증가시

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단일 급기구에 비하여 농도가 낮게 

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a) 1A

(b) 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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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3A

(d) 5A

Fig. 10. Contours of HMF for different air inlet dimension.

4.4 배기구 면적 변화에 따른 수소 층화

Fig. 11은 급기구를 In-A, Inlet-1으로 일정하게 유지하고 배

기구를 Vn-B에서 각각 1A'에서 5A'까지 변화시켜 배기구가 설

치된 측벽의 수직 단면에 수소 몰분율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저장실 내부는 수소 층화가 형성되었지만, 누출부 및 누

출부 상부 천장의 일부 영역을 제외하고는 저장실 내부는 

LFL을 벗어나 있었다.

수소 층화는 크게 세 개의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수

소 농도가 가장 높은 상부 영역, 중간 농도 또는 농도층 두

께가 얇은 중간 영역 및 농도가 가장 옅은 지면 근처의 영역

이 있다(Hajji et al., 2014).

Fig. 11(a)에서는 천장 면에 가까운 영역에 농도가 높은 층

이 오른쪽 측벽 쪽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는 단일 급기구로 유입된 공기가 수소탱크 하부를 지나 배

기구 쪽으로 유동하면서 전부 배출되지 않고, 일부 혼합물

이 측벽 모서리 영역에 정체되었기 때문이다. 

Fig. 11(b)에서는 2개의 배기구가 측벽에 대칭적으로 설치

되어 있어서 상부 영역의 고농도 층이 균일한 층으로 형성

되었다.

Fig. 11(c)에서는 배기구가 설치된 측벽의 천장 근처 양쪽 

모서리 영역에 고농도 층이 두껍게 형성되었다. 이는 배기

구로 배출되지 못한 일부 혼합물이 벽면과의 마찰로 인하여 

와류가 생기고 정체 영역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배기구의 왼쪽 측벽 쪽으로 중간 농도층이 바닥 면까지 형

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11(d)에서는 배기구 근처의 고농도 층은 가장 얇게 형

성되어 있었고, 중간 농도층이 배기구의 오른쪽 측벽 쪽으

로 더 넓게 분포되어 바닥 면까지 형성되는 것을 확인하였

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배기구 면적의 증가는 환기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는 Fig. 

9에서 제시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단

순히 배기구 면적을 증가시키는 것만으로는 환기 성능 향상

에 큰 효과가 없었다. 급․배기구의 위치 및 급․배기의 유

속에 따른 내부 유동이 환기 성능에 더 큰 영향을 주는 요인

이라고 분석되었다.

(a) 1A

(b) 2A

(c) 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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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5A

Fig. 11. Contours of HMF for different Vent ports dimension.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수소탱크 저장실 내에 설치된 급․배기구

의 면적 변화가 환기 성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CFD 상

용 소프트웨어인 ANSYS CFX ver. 18.1을 이용하여 수치해석

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수치해석 모델과 경계 조건에 따라 

해석한 결론은 다음과 같았다.

(1) 급기구의 면적이 증가할수록 시간 경과에 따른 저장실 

내 누출 수소의 농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A에서 

2A로 면적이 증가할 때 수소 농도 감소 폭이 가장 크게 나

타났다. 

(2) 급기구 영역도 In-B와 같이 배기구가 설치된 측벽과 

같은 위치일 경우, 배기구와 마주 보는 급기구 영역인 In-A

에 비하여 환기 성능이 높았다.

(3) 급기구를 저장실 내의 바닥 면 가까운 측벽 하부에 설

치할 경우 급기구의 면적은 단일 급기구(1A)보다는 최소 2A 

이상 되도록 고려해야 한다.

(4) 급기구의 면적이 증가할수록 수소 층화가 저장실 상부

부터 균일하게 형성되었으나 누출부 근처를 제외하고는 대

부분 LFL 범위를 벗어나 있었다.

(5) 배기구 면적이 단순히 증가하는 것만으로는 저장실 내

의 누출 수소 농도가 뚜렷하게 감소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배기구의 면적보다는 급․배기구의 위치 및 급․배기의 유

속이 저장실 내부 유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판단되었다.

(6) 환기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수는 매우 다양하므

로 밀폐공간의 환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수를 

선정하여 환기 특성을 파악하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

으로 사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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