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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충전소 가스폭발과 화염거동 예측을 위한 CFD해석

양호성

Department of Mechanical Engineering

Graduate School of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Abstract

수소는 연소 후 부산물로 물이 생성되고 오염물질은 생성하지 않는 천연자

원으로, 화석연료를 대체할 무공해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금

속에 대한 부식성과 넓은 범위의(4% ~ 75%) 폭발상하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취급이 어려운 자원중 하나에 속한다. 이러한 수소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소폭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실제폭발현상을 정확하게 구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위해 수치해석 프로그램인 ANSYS-17.2 CFX를 이용하

여 수소충전소의 수소폭발로 인한 건물 내·외부에서 발생하는 화염 및 압

력변화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였다.

또한, 이를 이용하여 상부에 환기부가 존재하는 수소충전소와 하부에 환기

부가 존재하는 수소충전소를 설계하여 각기 다른 경우의 환기방식을 가지는 

수소충전소에서 폭발이 발생했을 때 건물 내부에 발생하는 화염과 온도 및 

압력변화의 차이를 비교하는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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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수행한 수치해석에서는 폭발거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화에너지와 

난류연소속도를 다양하게 변경하여 이 값들이 시뮬레이션결과에 어떤 영향

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시뮬레이션과 비교하기 위한 폭발실험을 수행한 

선행연구가 이루어진 실험건물의 규격은 4.6m × 4.6m × 3m이며 폭발이 일

어났을 때, 내부에 설치된 압력센서를 통해 얻은 값과 시뮬레이션에서 얻은 

압력에 대한 비교를 통해 시뮬레이션의 정확성을 판단하였다. 

수치해석결과는 점화에너지를 140J로 설정하고 난류연소속도는 0.83m/s로 

설정했을 때 실제와 매우 유사한 압력거동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연구

의 경우, 희박한 수소/공기 혼합물에 대한 폭발실험을 기반으로 수치해석을 

수행한 결과이기 때문에 더욱 확실한 수소폭발 예측을 위해 수치해석을 적

용하려면 다양한 지점에서의 점화와 여러 경우의 폭발농도에서의 수소폭발

실험과 해석을 비교·검증하여 보안하는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KEY WORDS: Hydrogen-refueling station 수소충전소; Hydrogen 수소; Explosion 폭

발; CFX 씨에프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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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 analysis to predict gas explosion and flame 

behavior of hydrogen-refueling station

Yang, Ho Seong

Department of Mechanical Engineering

Graduate School of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Abstract

Hydrogen is a natural resources that produces water as a by-product 

after combustion and does not generate pollutants, and is being 

spotlighted as a pollution-free energy source to replace fossil fuels. 

However, it is one of the most difficult resources to handle due to 

its corrosiveness to metals and its wide explosive upper and lower 

limits (4% ~ 75%). In order to safety use the hydrogen and minimize 

the damage caused by the hydrogen explosion, it is very important to 

accurately implement the actual explosion phenomenon through computer 

simulation.

In this paper, the numerical analysis program ANSYS-17.2 CFX is used 

to more accurately predict the flame and pressure changes occurring 

inside and outside building due to hydrogen explosion.

In addition, by designing a hydrogen charging station with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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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tilation unit at the top and a hydrogen charging station with a 

ventilation unit at the bottom by using it, the flame and temperature 

generated inside the building when an explosion occurs in the hydrogen 

charging station having different ventilation methods and a simulation 

comparing the difference in pressure change was conducted.

In this numerical analysis, various changes in the ignition energy 

and turbulent combustion rate, which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explosion behavior, were examined to see how these values affect the 

simulation results. The size of the experimental building where the 

previous study was carried out to compare with that simulation is 4.6m 

× 4.6m × 3m. When the explosion occurs, the value obtained through 

the pressure sensor installed inside the explosion is compared with 

the pressure obtained in the simulation. The accuracy of the 

simulation was judged.

Numerical results showed that the pressure behavior was very similar 

th the actual condition when the ignition energy was set at 140J and 

the laminar burning velocity was set 0.83m/s. In this study, the 

numerical results are based on explosive experiments on lean 

hydrogen/air mixtures. Additional research the verify and secure the 

hydrogen explosion experiment and analysis is needed.

KEY WORDS: Hydrogen-refueling station; Hydrogen; Explosion; CF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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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배경

2018년 12월 17일에 유럽연합(EU)은 온실효과로 인한 기후변화를 억제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수치를 줄이기로 합의했다. 2021년 기준으로 승용차의 경

우 CO배출량을 2025년까지 15%, 2030년까지 37.5%를 감축해야 하며, 소형차

는  2021년 기준 2025년까지 15%, 2030까지는 31%를 감축해야 한다.(KOTRA, 2

018) 경유, 휘발유가 연료인 자동차들은 환경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대기오염물

질인 NOx, SOx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CO2배출을 줄이거나 없애기 위한 기술

개발에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 

이외에도 오염물질 및 CO2배출이 거의 없는 천연가스나 전기 및 수소를 이용

한 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배터리에 전기를 

충전하고 이를 이용하여 모터를 구동시켜 운전하는 전기자동차와 수소반응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여 모터를 구동시켜 운전하는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연구

는 현재 자동차 산업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의 지원으로 수소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한 수소관련 산업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시장의 핵심인 수소가스는 현존하는 가스 중 가장 가벼

운 기체로 상온에서 무색, 무취, 무미한 가연성 가스이고, 무독성 가스로써 최

근 화석연료를 대체할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수소는 연소 후 부산물로 

물이 생성될 뿐 NOx, SOx와 같은 오염물질은 생성되지 않아서 화석연료를 대체

할 무공해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다. 또한 연소열은 KJg으로 발열량이 

석유보다 약 3배가량 높아 효율적이다. 하지만 수소는 금속을 녹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폭발하한계는 7%, 폭발상한계는 75%로 가연성가스 중 폭발범위가 

가장 넓다. 이는 Fig.1.1에서 확인할 수 있다. Flammability diagram(난연성 다이

어그램)에서 빨간색선과 Line F가 만나는 지점들 사이가 화염이 발생하는 수소

농도범위이다.(Ring et al., 2008) 수소는 누출되면 빠른 연소와 더불어 강한 폭

발이 발생하기 때문에 취급이 매우 까다로워서 수소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폭발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폭굉위험성도 크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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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계가 아닌 개방계에서는 다른 가연성가스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Fig. 1.1 Flammability diagram for hydrogen at SATP

대표적인 화재 및 폭발 특성치에는 폭발범위, 인화점, 최소산소농도, 연소열 

등이 있는데 수소와 같은 위험물질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및 폭발특성에 

대해 파악하는 것은 작업환경 및 위험물질을 사용하는 환경에 대한 안전 확보

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그 이유는 위험물질의 수송, 처리, 취급에 있어서 불안

전한 상태에 위험물질이 노출될 경우 공기와 섞이면서 폭발범위의 농도를 가진 

가스구름을 형성하게 되고 이로 인해 화재 및 폭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

다. 

수소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서 취급하고 있는 대부분 물질들의 화재 및 폭발 

특성치는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 또한 미국화학공학회 DIPPR(Design Institute for 

Phyical Property Data)의 환경, 안전, 보건 특성치(Properties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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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al, Safety and Health Database)중 화재 및 폭발 파라미터(Fire and 

Explosion Parameters)에서 폭발하한ㆍ상한계와 인화점, 최소발화온도, 연소열 

등에 대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 화재 및 폭발 특성치는 다양한 조건에서 실험

함으로써 신뢰성 있는 자료를 완성하기 위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수소충전소에 대한 화재 및 폭발사고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성 

평가 및 설계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화재 및 폭발사고에 대한 많은 

연구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사고는 예측할 수 없고 의도치 않은 곳에서 발생한다. 강릉 수소탱크 폭발도 

마찬가지다. 2018년 5월 23일, 강원도 강릉시 대전동 과학산업단지 내 강원테크

노파크 벤처공장에서 400m용량을 가진 수소탱크가 테스트 도중 폭발사고가 

발생하였고 Fig.1.2 (a)는 이 폭발로 인해 아수라장이 된 현장의 모습이다. 이 

사고로 3300m규모의 공장의 뼈대 및 벽들이 심하게 파손되었고 8명의 사상자

가 발생했다. 또한 150m 떨어진 건물의 유리창이 깨지고 수km 밖에서도 폭발

음이 들릴 정도로 강한 충격파가 발생하였다. 

울산의 수소제조업체인 덕양케미칼에서는 2019년 9월 23일, 태풍으로 멈추섰

던 공장을 재가동하는 과정에서 수소가 누출되면서 폭발 및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직원 3명이 얼굴과 팔등에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Fig.1.2 (b)는 이 폭발로 손상된 배관의 모습이다. 이날 공장에서는 공정별로 배

관 밸브를 잠그거나 여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고 밸브 한곳에 문제가 생겨 고

압의 수소가 한 번에 새나오면서 수소가 새는 소리가 들리면서 폭발이 발생하

였다.  

2019년 5월 10일에는 노르웨이 오슬로 인근 산비카에 위치한 수소충전소에서 

폭발 및 화재사고가 일어났다. Fig.1.2 (c)는 이 화재가 발생한 노르웨이 충전소

에 대한 사진이다. 화재 및 폭발로 인한 직접적인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화재 

사고의 원인은 수소저장시스템의 ‘플러그’이상이었으며 잘못 조립되어 있던 

특정 플러그로 인해 수소가 누출되면서 특정 점화원에 의해 폭발화재사고가 발

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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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국내·외로 수소가스로 인한 화재 및 폭발사고가 적지 않게 일어나

고 있다. 이런 화재 및 폭발사고의 해석에는 전산유체역학(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 기술이 자주 사용된다. 화염양상, 구간별 온도 및 압력 등의 데

이터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얻을 수 있기때문에 이를 이용한 구조물의 안전성

평가 및 인명피해 예측을 위한 목적으로 CFD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정확한 시

뮬레이션구현에 대한 연구가 진행중에 있다.

(a) 수소탱크폭발 (강릉) (b) 수소생산공장폭발 (울산)

(c) 수소충전소폭발 (노르웨이)

Fig. 1.2 수소가스폭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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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동향

CFD를 이용하여 폭발현상을 정확히 구현하기 위한 연구는 오랫동안 많은 선

임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져왔다.

Paik et al. (2010)은 40의 밀폐용기에 9.5%농도의 메탄-공기 혼합물을 주입 

후, 폭발실험을 수행한 결과와 CFD를 이용하여 폭발해석을 수행한 결과를 비

교하였다. 점화는 용기의 중앙부에서 이루어졌으며 용기내부에 들어있는 혼합

물의 초기온도에 따라 폭발 시 나타나는 압력거동에 대한 차이를 비교분석하였

고, 열전달모델과 벽면의 속성에 따라 실제 압력곡선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에 대해서도 비교분석을 하였다.

Liu et al. (2015)는 프로판-공기 혼합물의 당량비에 따른 화염의 성장속도에 

관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 실험을 통해서 프로판-공기 혼합물의 당량비가 1.0

일 때 보다 1.2일 때 화염의 성장속도가 빠르고 당량비가 1.0보다 작은 0.7일 

때보다 2.0일 때가 화염의 성장속도가 가장 느린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당량비

에 따라 최대온도에 도달하는 시간이 어떻게 차이가 나고 압력구배는 어떻게 

다른지 그래프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다. 수치해석을 통해 당량비별 최대압력

과 온도가 실제값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작업도 수행하였다. 

Hu et al. (2016)는 아세틸렌이 담겨있는 대규모 실린더탱크에서 폭발이 발생

했을 때를 CFD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수치해석을 진행했다. 점화가 각 형상의 

실린더탱크의 중앙에서 일어났다는 가정 하에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Ke 

Hu는 여러 규격의 실린더탱크에서의 폭발해석과 지붕의 뾰족하게 튀어나와있

는 형상의 실린더탱크와 평평한 지붕, 곡이 져있는 지붕들에 대해 폭발이 발생

했을 때 내부의 압력거동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와 모서리 부분이 라운딩이 

되어있는지에 대한 여부에 따라 압력거동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Vyazmina et al. (2018)는 Vent폭발에 대한 연구논문을 발표했다. FLACS와 

Openform, Fluidyn과 같은 다양한 수치해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2m × 1m × 2m 규격의 테스트용기 내에서 수소폭발해석을 수행하였는데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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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의 압력과 점화지점을 기준으로 일정거리마다의 압력 값을 비교하였다. 점

화는 vent부분과 가장 멀리 떨어진 안쪽 벽 중앙에서 이루어졌으며, 폭발로 인

해 내부압력이 일정 값 이상으로 상승하면 열리는 vent부분으로 수소가스가 시

간에 따라 어떻게 퍼져나가는지와 화염이 어떻게 성장하는지에 대해서도 비교

분석을 하였다. 

Tolias et al. (2018)는 vent가 있는 공간에서의 폭발실험과 Fluent, CFX, 

FLACS, ADREA-HF등의 CFD프로그램을 이용한 폭발시뮬레이션을 비교분석 하

였다. 실험에 사용된 공간은 4.6m × 4.6m × 3m 규격이고 내부공간에 수소/공

기 부피비가 18%인 혼합물이 균일하게 섞여있으며 실험공간의 정 중앙에서 점

화가 이루어졌다. 이 연구에서는 점화지점을 기준으로 거리에 따른 화염의 속

도와 최대압력값과 난류연소속도에 대해 비교하였고 실험공간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압력센서가 내부에서 폭발이 발생했을 때 변하는 압력 데이터를 측정하여 

이를 여러 가지 종류의 수치해석 결과와 비교하고 수치해석프로그램 별로 결과

를 비교·분석하였다.



- 7 -

1.3 연구목적

수소가스의 폭발사고 우려가 있는 장비를 제작하거나 설비를 설치할 때 안전

성평가 및 인명피해 예측을 위한 목적으로 폭발실험을 수행하게 된다. 하지만 

폭발로 인해 발생하는 충격파와 화염양상, 구역 및 지점별 온도, 압력 등의 데

이터를 얻는 것은 쉽지 않다. 수치해석기법을 이용한다면 더욱 다양한 경우의 

폭발상황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화염양상과 충격파, 지점별 온도 및 

압력데이터를 추출하여 최적의 작업 공간 및 안전지대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

다. 또한 정확한 폭발시뮬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는 CFD기법이 있다면 안전성

평가 및 인명피해 예측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저감할 수 있다. 그리고 예기

치 못한 폭발사고가 일어났을 때 신속하게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처하기 

위한 방법으로 CFD를 활용하여 어떤 유형의 폭발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분석하

고 이를 통해 얻을 결과를 토대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이번 논문에서는 수소충전소에서의 폭발사고 피해를 예측하기 위한 기초연구

로 수치해석프로그램인 ANSYS-17.2 CFX를 이용하여 Bauwens et al. (2011)에서 

수행한 환기구멍이 존재하는 실험공간에서의 폭발현상실험 및 시뮬레이션 결과

와 비교ㆍ검증을 하였다. 나아가 비교검증을 수행하여 도출된 CFD기법을 이용

하여 폭발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수소충전소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났을 때 발생

하는 화염의 온도와 거동, 그리고 폭발에 의해 생기는 충격파를 분석하여 수소

충전소 주변에 어떤 현상들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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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연구방법

수소충전소에서의 폭발해석을 진행하기 위해서 Fig.1.3과 같은 과정을 진행하

였다. 첫 번째로 수치해석과 비교할 수 있는 폭발실험을 수행한 모델을 선정하

였다. 이때, 수치해석과 비교 가능한 실험데이터에 대한 정보가 있는지 확인해

야 한다. 이후 수치해석을 진행하고 실험데이터와 결과 값을 비교한다. 폭발시

뮬레이션을 검증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부분은 폭발로 인해 생기

는 최대압력과 최대압력에 도달하는 시간이었다. 이에 대한 충분한 비교검증을 

이룬 이후 수소충전소에 대한 폭발해석을 진행하여 여러 가지 환경에서의 폭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수소충전소의 안정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Fig. 1.3 Research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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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폭발실험과 수치해석모델 비교

2.1 실험

이번 수치해석비교에 사용된 실험은 Bauwens et al. (2011)에서 수행한 것으

로, 이 실험에서 얻은 압력데이터를 토대로 CFX를 이용한 폭발해석 최적화를 

진행하였다. Fig.2.1.1은 폭발실험에 사용된 실험공간을 그려놓은 그림이다. 폭

발실험은 용적이 m인 공간에서 이루어졌다. 4.6m × 4.6m × 3m 크기의 실

험공간을 감싸고 있는 벽면 중 한쪽 구역에 5.4m2의 사각구멍이 뚫려있다. 폭

발이 발생하는 공간 외부에서 사각구멍이 뚫려있는 쪽에 4.8m × 2.3m × 0.3m

의 단이 존재하고 단 양쪽으로 0.2m × 0.2m × 2.6m 크기의 빔이 사각구멍이 

뚫려있는 벽면을 기준으로 0m, 0.8m, 2.1m, 3.4m, 4.7m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

다. 

실험공간 내부벽면에 4개의 압력측정장치가 서로 다른 위치에 설치되어 있었

지만 폭발실험 후(Bauwens et al., 2011) 4개의 측정장치에서 얻은 압력값의 차

이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중 하나를 임의로 선정하여 Fig.2.1.1에 

검은색 삼각형(P1)으로 표기해 놓았다. 검은색 삼각형으로 표기된 압력장치는 

사각형 구멍이 뚫려있는 벽면의 대각선 벽면 중앙에 위치해 있으며, 이 장치에

서 이번 시뮬레이션 데이터와 비교검증을 하기위한 압력데이터를 추출하였다.

실험공간 내부는 팬을 설치하여 점화를 하기 전에 혼합가스가 균일하게 섞여

있을 수 있도록 하였다. 점화전, 실험공간 내부를 농도가 18.2%인 수소/공기 혼

합가스가 균일하게 섞여 있는 상태로 조성하였으며 점화는 실험공간 내부의 양

쪽 벽면으로부터 m, 바닥으로부터 m 떨어진 부분에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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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1 Experiment room used for explosion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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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CFD이론

2.2.1 수치해석기법

본 연구에서는 폭발해석이 가능한 상용 CFD코드인 ANSYS17.2-CFX (ANSYS, 

2016)를 사용하였다. ANSYS17.2-CFX의 수치해석기법에는 다음의 개념들이 적

용된다.

1) 유한체적법(Finite volume method, FVM)

유한체적법은 열의 흐름, 액체 또는 공기유동을 효과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사용되는 오일러 기술법(Euler description) 기반의 근사해석 기법이다. (Mazum-

der, 2016) 유한요소법(finite element method)에서 물체의 기하학적 영역을 유

한개의 유한요소(finite element)로 나누는 것과 같이 유한체적법에서도 유한개

의 유한체적(finite volume)으로 기하학 형상이나 공간을 세분화한다. Fig.2.1.2는 

유한체적방식이 적용되는 요소들과 각 요소들의 정보(온도, 압력 등)가 담겨있

는 그리드 점에 대한 그림이다. 유한요소법에서는 구하고자 하는 값, 즉 자유도

(degree of freedom)가 주로 요소의 각 모서리, 변 혹은 면에 위치하는 절점(no

de)에 지정되어 있는 반면, 유한체적법에서는 Fig.2.1.2처럼, 자유도가 유한체적 

내부의 그리드 점(grid point)에 지정되어 있다. 또한 유한요소법에서는 물체의 

거동을 근사하기 위해서 별도의 보간함수(interpolation function)를 사용하고 수

학적 표현식을 전체 영역에 대해 적분을 취한다. 하지만 유한체적법에서는 각 

유한체적 별로 적분을 취하여 인접하고 있는 유한체적 내 그리드 점에서의 물

리량들과 상관관계를 구성하여 근사해(approximate solution)를 구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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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2 Finite volumes

2) 내재적(Implicit) 방법

수치해석은 내재적방법과 외연적(Explicit)방법,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종

속변수의 직접계산이 이미 알고 있는 변수들의 값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경

우, 외연적 방법을 사용한다. 종속변수가 주어진 변수들에 의해 정의되지만 주

어진 변수들만으로는 독립변수를 바로 구할 수 없고, 해를 얻기 위해 여러 차

례 반복계산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 내연적 방법을 사용한다. CFD에 사용되

는 지배방정식은 비선형이며 해를 구하기 위해 풀어야한 미지수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CFD해석에서는 내재적 방법을 이용하여 계산을 한다.

내재적방법을 이용한 계산은 각 계산단계에서 외연적 방법을 이용하는 계산

에 비해 더 많은 계산량과 더 복잡한 프로그래밍이 필요하지만 이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외연적방법보다 더 큰 시간간격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외연적방법의 해석법의 경우, 시간간격이 음속보다 작아야하지만 내재적방법의 

해석법의 경우, 외연적방법에서 요구하는 시간간격보다 훨씬 큰 시간간격을 설

정하여 해석을 진행할 수 있다. (MIDAS,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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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중격자기법(Multigrid coupled solver)

다중격자기법은 조밀격자(Find mesh)에서 초기계산을 수행하고 점진적으로 

가상의 성긴격자(Course mesh)에서 반복적인 계산을 수행 후 얻어진 최종결과

를 기존의 조밀격자로 전달하는 방법이다. 수치해석 관점에서, 다중격자기법은 

상당한 장점이 있다. 주어진 격자크기에 대해서, 반복계산법은 단지 격자간격차

수의 파장 길이를 갖는 오차를 감소시켜주는 데 있어서만 효율적이다. 따라서 

보다 짧은 파장오차는 아주 빠르게 감소하는 반면, 해석영역크기의 차수를 갖

는 오차를 사라지게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하다. 다중격자기법은 

이 문제를 격자간격보다 더 긴 파장오차가 보다 짧은 파장 길이처럼 나타나도

록 일련의 성긴격자들을 사용함으로써 우회적으로 해결한다. 서로 다른 격자간

격을 사용하여 격자를 생성하는 불필요한 수고를 덜기 위해 ANSYS17.2-CFX에

서는 대수다중격자기법을 사용한다. 대수다중격자는 조밀격자 방정식의 합을 

이용해 성긴격자에서의 이산화방정식을 구성한다. 반복계산과정동안 격자간격

의 가상 조대화(Virtual corsening)와 정확한 해를 얻기 위한 격자 재개선(Mesh 

re-refining)이 일어난다. 이 기법은 수렴성을 현저하게 향상시켜주며, 비선형방

성식의 이산화가 단지 가장 조밀한 격자에 대해 한번만 수행되기 때문에 다른 

다중격자기법보다 경제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Bertram, 2012)

Fig.2.1.3은 다중격자기법을 설명하기 위해 기존격자와 가상격자를 표시한 그

림이다. Fig.2.1.3에서 실선으로 그려진 사각형이 해석을 위해 만들어진 격자이

다. ANSYS17.2-CFX에서 이 격자들은 다중격자방식이 적용되어 반복계산이 수

행된다. 제어체적은 음영으로 나타낸 부분과 점으로 표시된 노드(Node)를 둘러

싼 하위요소들로 구성되며, Hexa, Tetra, Wedge, Pyramid등 모든 요소(Element) 

형태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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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3 Multigrid method



- 15 -

2.2.2 지배방정식

일반적으로 범용의 상용코드들은 SIMPLE 또는 SIMPLEC, Rhie and Chow 방

법과 같은 압력에 기초한 방정식으로부터 만들어져 있다. 이들 압력에 기초한 

코드들은 다양한 물리적 모델들과 경계조건을 제공하고 다른 CAE 도구들과 연

동을 포함하는 복잡한  다중물리(Multi-physics) 문제 등에 적용될 수 있다. 

ANSYS17.2-CFX는 압력기반 유한체적법(Finite volume method)을 완전 내재

적(Fully implicit)로 이산화하여 얻어지는 방정식을 대수다중격자기법을 이용하

여 해석한다. SIMPLE등과 같은 분리(segregated)접근방법에 비해 내재적 연결방

법(Implicit coupling method)는 수렴을 가속시키고, 압축성 유동에 있어서 수렴

성의 난점을 피할 수 있다. 또한 높은 종횡비의 격자를 다룰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유체의 흐름 및 열전달에 대한 지배방정식은 Navier-Stroke 또는 운동량 방

정식 및 열역학 제 1법칙 또는 에너지방정식이다. 지배하는 부분이산화방정식

(PDES)을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다.

질량보존방정식(연속방정식):




∇ ∙    (2.1)

여기서,   방향의 속도벡터요소, 밀도,  시간을 의미한다.

운동량방정식:




∇ ∙ ⊗   ∇   ∇ ∙   (2.2)

여기서, 응력텐서,   운동량소스를 의미하는데 는 다음의 식을 통해 

변형률과 관련되어 표기된다.

  ∇   ∇    


∇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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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방정식:







∇ ∙ 

∇ ∙ ∇ ∇ ∙ 




∇ 


∇  ∙  ∙ 

(2.4)

다음의 방정식은 성분의 에너지방정식이다. 폭발해석의 경우, 다성분기체에 

대한 해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각의 성분에 대한 계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서, H는 총엔탈피로, 다음의 식을 통해 정적엔탈피인 와 관련되어 

표기된다.

  


  (2.5)

여기서, ∇ ∙  ∙ 항은 점성응력으로 인한 작업을 나타내는데 점성일항으

로 부르기도 한다. 이 항은 유체의 흐름에서 점성에 의해 내부의 온도가 상승

하는 것을 계산하는데 대부분 유체의 흐름에서 무시할 수 있다.

여기서,  ∙ 은 외부 운동량소스로 인한 작업을 나타내며 CFX상에서는 고

려하지 않는다. 

여기서, 는 성분의 질량분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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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이산화방법

CFX는 이산화된 선형방정식을 풀기위해 Multigrid accelerated Incomplete 

Lower Upper(ILU) 분해기술을 사용한다. 이 방법은 반복계산을 통해 정확한 해

애 도달하는 방법이다. 이상화된 방정식의 선형화된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식

(2.6)과 같은 행렬의 형태로 표현한다.

      (2.6)

여기서,  는 계수행렬,  는 해 벡터,  는 우변항을 나타낸다.

위 방정식은 근사해인 에서 시작하여 을 이용한 계산과정을 통해 더 

나은 해인 을 구하는 반복과정을 통하여 푼다.

   ′ (2.7)

여기서 은 다음 식으로부터 구해진다.

′   (2.8)

여기서 은 오차 값이며,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2.9)

이와 같은 과정을 반복하면 원하는 정확도의 해를 구할 수 있다. ILU와 같은 

기법은 격자수와 종횡비의 증가에 따라 성능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다중격자기법을 적용하면 이 기법의 성능을 상당히 향상시킬 수 있다. 



- 18 -

2.2.4 난류모델

다양한 형상의 영역과 시계열에 대해서 난류유동은 비정상상태의 소용돌이

(unsteady eddy)의 형태를 보인다. 이번 해석에서는 RANS(Reynolds Averaged 

Navier-stokes)방정식을 적용하여 난류유동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RANS방

정식은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의 비정상상태 난류흐름을 난류전단응력의 정의를 

통해 계산한다. 이 전단응력은 평균값으로 연립방정식에서 표현되는데, 이 방정

식의 계산을 위해 추가적인 식이 필요하게 된다. 이 때 필요한 식이 난류모델

(Turbulence Model)이다. 

 난류모델

는 난류운동에너지이고 속도에서 변동하는 분산을 의미한다. 차원은    

다.(예시:) 은 난류와도 소산율이고(속도변동이 소산되는 정도), 차원은 

  다. (예시:) 

 모델은 방정식 시스템에서 두 가지 새로운 변수를 도입한다. 연속성방정

식은 다음과 같다.







   (2.10)

그리고 운동량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된다.







  

′









   (2.11)

여기서, 은 Body force의 합이고, 는 난류에 대한 유효점성계수, 는 

변경된 압력(Modified pressure)으로 다음과 같다.

′    


  





(2.12)

모델은 제로방정식(Zero equation)모델처럼, 와도점성개념을 기초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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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3)

여기서, 는 난류점성을 의미한다. 모델은 난류점성은 다음과 같은 관

계식에 의해 난류운동에너지와 소산이 연결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2.14)

는 난류모델 상수로, CFX에서는 0.9의 값으로 사용된다. 와 값은 아래

의 난류운동에너지와 난류소산율에 대한 이산화 수송방정식으로부터 구해진다. 







 








       (2.15)







 








  


     (2.16)

여기서            이다.   와 는 아래 설명하는 

부력의 영향을 표현한다. 는 다음의 식을 사용하여 모델링된 점성력에 의한 

난류생성을 의미한다.

  








 








 (2.17)

비압축성유체에서  는 그 값이 작으며 식(2.17)의 오른쪽에 두 번째 

항은 생성(Production)에 크게 기여하지 않는다. 압축성유체에서  는 

충격과 같은 고속 발산이 있는 지역에서만 큰 값을 가진다.

식(2.17)에서 항은 고정응력(Frozen stress)가정을 전제로 한다. 이 항은 

와 값이 충격에 의해 커지거나 충격에서 격자가 재생성 되면서 점차 나빠지게 

되는 상황을 방지해준다. 식(2.17)에 오른쪽 항 제일 앞부분에 있는 은 CFX

에서 기본 값으로 상수 3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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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부력모델

본 연구에서 적용된 완전부력모델(Fully buoyancy model)에서 부력생성항

는 다음과 같다.

  





(2.18)

본 해석에서 CFX경계조건을 설정할 때 부력난류에서 생성과분산(Production 

and dissipation) 조건설정을 하였기 때문에 부력생성항이 방정식과 방정식에 

포함된다. 는 와 양으로 비례한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 max (2.19)

여기서, 난류 슈미트 수(Turbulence Schmidt Number) 는 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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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연소모델

CFX 연소모델은 화학반응으로 인한 소스/싱크(Source/Sink)항을 추가하여 다

중성분 유체에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성분와 질량분율 

에 대한 수송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2.20)

여기서, 소스항 는 성분를 포함하는 화학반응률에 기인한다.

연소속도모델은 난류화염폐쇄(Turbulent flame closure, TFC)라고도 불리며, 

반응진행도에 대한 연소항을 닫기 위해서 사용된다.


  





 (2.21)

 
∇  (2.22)

여기서, 는 연소되지 않은 혼합물의 밀도를 의미한다. 반응진행률에 대한 

분자확산항은 수송방정식으로부터 제거된다. 임의의 공간에서 불꽃을 일으키는 

종과 에너지의 분산된 교환은 소스항에 의해 미리 계산된다. 하지만, 난류수

송은 대류과정이며 와도확산근사법(Eddy Diffusivity approximation)을 사용하여 

모델링된다.

이 모델은 난류연소속도 에 대한 폐쇄로 완성된다. 따라서 이 형식의 모델

은 난류연소속도모델이라 불린다. 이 컨셉은 분자반응률을 기반으로하는 모델

과 비교했을 때 두 가지 중요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

1. 주어진 구성에서, 는 일반적으로 한 가지 크기정도에 의해 변한다.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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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조적으로 탄화수소 연소 시 발생하는 분자반응률은 일반적으로 계산영역

에서 몇 가지 크기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2. 는 실험에 의해 직접적으로 측정되기 때문에 실험값을 사용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연소속도는 화염의 위치와 같은 시뮬레이션의 목표량을 직접 

결정한다. 따라서 연소속도 모델은 분자반응률에 기반한 접근법보다 정확한 모

델을 도출하고 미세 조정하는 것이 더 쉽다.

당량비는 사용가능한 산화제와 잠재적으로 연소될 수 있는 연료량과 비교

한 연료의 비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당량비 1을 의미하는 화학양론적 혼합

물(Stoichiometric mixture)의 경우, 연료와 산화제가 잉여되거나 부족함 없이 모

두 연소가 되고 당량비가 1보다 클 경우, 연료농후혼합물(Fuel-rich mixtures)를 

의미하고 당량비가 1보다 작을 경우, 연료희박혼합물(Fuel-lean mixtures)를 의

미한다. 당량비가 0인 경우 순수 산화제상태를 의미하고 당량비가 ∞ 인 경우 

순수 연료상태를 의미한다.

화학양론적혼합분율을 알고 있을 때, 국부적 당량비는 다음식의 의거하여 

혼합분율 로부터 계산될 수 있다.




∙ 


(2.23)

화학양론적혼합분울은 산화제의 연료와 산소함량에 따라 달라지며 불꽃라

이브러리(Flamelet library)의 속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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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계산격자 및 경계조건

일반적으로 시뮬레이션결과는 해석에 사용되는 격자의 크기가 작고 조밀할수

록 실제와 유사한 값을 도출한다. 하지만 격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유동장을 구

성하는데 필요한 격자의 개수가 늘어나게 되는데 이는 수치해석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간의 양을 늘리게 된다. 수치해석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결과를 

도출하는데에 있어서 최소한의 시간을 들이는 것이다. 조밀하고 많은 격자를 

사용하면 정확성을 높아지지만 해석을 수행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증가하게 된

다.

Tetra격자형상의 경우, 복잡한 형상의 격자를 형성할 때 용이하다. 폭발실험

공간 외부의 형상은 배출구 부분으로부터 일정거리이상 골격구조물이 있기 때

문에 단순한 격자작업을 위해 tetra격자를 사용하였다. 하지만 tetra격자는 계산

에 필요한 데이터가 수집되는 node수에 비해 element수가 많다. element수가 

증가하면 계산시간도 증가하게 된다. 실험공간 주변의 외부형상은 최대한 실험

내부공간과 비슷한 크기의 격자크기를 설정하고 실험공간을 기준으로 점차 멀

어질수록 일정한 비율로 격자크기를 키워서 최소한의 element를 사용하도록 외

부격자를 구성하였다. 

실험공간 내부를 구성하는 격자의 크기는 이번해석에 최적화된 5cm로 설정

하였다.(Tolias et al., 2018) 이는 외부격자보다 작은 크기이며 Tetra격자를 이용

하여 내부격자를 구성할 경우, element수가 많아져서 계산시간이 증가하게 된

다. 따라서 단순한 형상의 내부공간은 Hexa를 사용하여 격자를 조밀하게 구성

하였으며, element수 또한 node수와 비슷하게 구성하였다. 격자에 대한 자세한 

설정은 Table.2.3.1에 나타나있다. 

Table.2.3.1에서는 계산을 수행하기 위한 경계조건에 대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실험공간내부는 수소/공기부피비가 18%인 혼합물을 균일하게 섞어놓았다. 

이는 당량비 0.5~0.6사이에 해당한다. 해석은 과도해석으로 수행하였으며 과도

해석의 시간간격은 이번폭발해석에 적합한 ms로 설정하였다.(Bauwens et al., 

2011) 난류모델은 이차방정식 난류모델중 가장 광범위하게 쓰이는 모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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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였으며 연소모델은 여러 가지 화학반응식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는 

Flamelet  library를 사용하여 연소반응계산을 수행하는 BVM을 사용하였다. 층

류연소속도(Laminar Burning Velocity)의 경우 A.E. Dahoe (2005)가 취합한 수소

/공기부피비와 당량비에 따른 층류연소속도를 비교한 실험결과그래프를 확인해

보면 수소/공기부피비가 18%일 때 층류연소속도는 약 0.83 ~ 1.00 m/s로 나타

났고 이를 토대로 폭발시뮬레이션을 수행할 층류연소속도를 선정하였다.

Fig.2.3.1와 Fig.2.3.2는 실험공간과 그 외부주변에 대한 격자를 나타낸 그림이

다. 폭발로 인해 발생하는 압력파와 화염이 환기부를 통해 배출되었을 때 보다 

정밀하게 계산하기 위해 실험공간 주변의 격자는 내부공간의 격자와 비슷한 크

기의 격자로 구성하였다. Fig.2.3.3은 외부공간에 짜여진 격자형상을 전체적으로 

나타낸 그림이다. 폭발로 인해 발생하는 압력파는 빠르고 넓은 범위로 퍼져나

간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정적인 계산작업을 위해 반경이 실험공간의 3.5배가 

되는 외부유동장을 형성하였다.

Parameters Room Other area

Mesh types Hexa Tetra

Number of mesh nodes 527,031 311,808

Number of mesh elements 507,288 1,676,518

Room mixture proportion of 

air-H2

18% air

Simulation types Transient

Time step 1 ms

Turbulence model k-ε

Combustion model BVM

Laminar burning velocity 0.83 ~ 1.00 m/s

Outer boundary Opening

Room wall Wall

Table. 2.3.1 The boundary condition and mesh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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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1 The outer and room mesh shape

Fig. 2.3.2 The room and around room mesh sh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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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3 The outer area mesh sh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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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실험결과 및 CFD결과 분석

Fig.2.4.1은 Laminar Burning Velocity(LBV)에 따른 압력구배에 대한 CFD결과

와 실험에서 얻은 압력구배(Bauwens et al., 2011)를 비교한 그래프이다. CFD를 

통해 얻은 폭발로 인한 압력구배의 전반적인 양상은 LBV가 0.83 ~1.00m/s에서 

유사하게 나타났다. LBV값이 작을수록 첫 번째 최대압력곡선구간(수직으로 그

어져 있는 녹색점선을 지나는 압력곡선구간)에 대한 실험결과와 유사한 압력곡

선을 가지는 CFD결과가 나타났다. 그중 LBV가 0.83m/s 일 때, 시간적인 지연은 

있지만 첫 번째 최대압력곡선에 대해서 실험과 거의 동일한 CFD압력구배를 확

인할 수 있다. 두 번째 압력곡선구간(수직으로 그어져 있는 분홍색점선을 지나

는 압력곡선구간)과 CFD에서 얻어낸 압력구배와 비교했을 때 모든 LBV경우의 

CFD결과는 폭발실험에서 얻은 압력결과 값보다 가파른 경사를 그리면서 압력

이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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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1 Comparison of overpressure at various LBV parameters 

and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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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4.2는 LBV에 따른 CFD압력곡선결과와 실험결과 값을 더욱 상세하고 직

관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각 경우에서 첫 번째 최대압력 값에 도달하기 직전까

지의 압력곡선을 추출하여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실험을 통해 얻은 압력곡

선을 보면, 점화 후 약 0.13초까지는 2Kpa가까이 압력이 점차 상승하였고 이후 

압력상승속도가 늦어지면서 약 0.17초까지 이전보다 느린 속도로 선형으로 압

력이 상승했다. 0.17초 이후에는 최대압력 값에 도달하기 전까지 압력이 매우 

급격하게 상승했다. 모든 LBV의 경우에서 이와 유사한 압력곡선이 나타났지만, 

그중에서 LBV이 0.83m/s인 CFD에서 모든 구간에서 실험값과 거의 동일한 압력

구배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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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2 Comparison of overpressure at various LBV parameters and experiment 

( The graph until before 1st peak overpressure value is reach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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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4.3은 LBV와 첫 번째 최대압력 값에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그래프이다. 

LBV가 0.83m/s일 때 최대압력 값은 6.89Kpa로 다섯 경우의 CFD결과 중에서 가

장 낮은 압력 값이 측정되었고 LBV가 1.00m/s일 때 최대압력 값은 9.08Kpa로 

다섯 경우의 CFD결과 중에서 가장 높은 압력 값이 측정되었다. 다섯 경우의 

CFD결과를 통해 LBV값이 증가할수록 첫 번째 최대압력 값이 선형으로 증가하

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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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3 1st peak overpressure versus laminar burning velo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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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4.4를 보게 되면, LBV가 1.00m/s일 때 첫 번째 최대압력 도달시간이 

0.204초로, 다른 속도의 LBV값을 사용한 CFD모델 중 실험에서 측정된 첫 번째 

최대압력 도달시간인 s에 가장 근접했다. 하지만 최대압력은 9.07Kpa로 

실험값인 7.05Kpa과 비교했을 때, 오차율이 약 28.5%로 여러 LBV 모델 중에서 

가장 오차율이 크게 나타났다. LBV가 작을수록 첫 번째 최대압력에 대한 오차

는 줄어들었고 이에 도달하는 시간은 늘어났다. LBV가 0.83m/s일 때 첫 번째 

최대압력 값이 6.89Kpa로 측정되었고 실험값과의 오차율은 2.3%로 그 차이가 

5%이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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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4 1st peak overpressure versus time at various LBV 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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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4.5는 LBV에 따른 CFD압력곡선결과와 실험결과 값을 더욱 상세하고 직

관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각 경우에서 두 번째 최대압력 값에 도달하기 직전까

지의 압력곡선을 추출하여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실험을 통해 얻은 압력곡

선을 보면, 두 번째 최대압력 도달시간인 0.382초까지 점차적으로 압력이 상승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LBV값이 다른 5가지 모델만을 비교했을 때 압력이 

상승하는 시간과 도달시간은 상이했지만 압력구배가 서로 거의 유사했다. 하지

만 실험에서 얻은 두 번째 최대압력곡선형상과 비교했을 때  2~3배 이상의 가

파른 기울기가 나타났으며, 두 번째 구간에서는 실제와 많이 다른 압력곡선이 

예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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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5 Overpressure versus time history at various LBV parameters  

(The graph until before 2st peak overpressure value is reac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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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4.6은 LBV와 두 번째 최대압력 값에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그래프이다. 

LBV가 0.83m/s일 때 최대압력 값은 5.89Kpa로 다섯 경우의 CFD결과 중에서 가

장 작은 압력 값이 측정되었고 LBV가 1.00m/s일 때 최대압력 값은 8.25Kpa로 

다섯 경우의 CFD결과 중에서 가장 높은 압력 값이 측정되었다. 이는 첫 번째 

압력곡선구간에서 얻은 수치해석 결과와 동일하게, LBV값이 증가할수록 두번 

째 최대압력 값이 선형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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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4.7을 보게 되면, LBV가 0.87m/s일 때 첫 번째 최대압력 도달시간이 

0.39초로, 다른 속도의 LBV값을 사용한 CFD모델 중 실험에서 측정된 두 번째 

최대압력 도달시간인 0.38초에 가장 근접하였다. 하지만 최대압력은 6.49Kpa로 

실험값인 4.22Kpa과 비교했을 때, 오차율은 약 53.6%이었다. 이는 첫 번째 압력

곡선구간과 비교했을 때 더 느린 LBV에서 실험과 가장 근접한 두 번째 최대압

력곡선 도달시간이 측정되었다. 하지만 최대압력 값의 경우 첫 번째 압력곡선

구간과 동일하게 LBV가 작을수록 두 번째 최대압력 값과 실험값에 대한 오차

는 줄어들었다. LBV가 0.83m/s일 때 두 번째 최대압력 값이 5.89Kpa로 측정되

었고 실험값과의 오차율은 39.4%로 첫 번째 최대압력곡선 구간과 비교했을 때 

정확한 압력구배를 구현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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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7 2nd peak overpressure versus time at various LBV 

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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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4.8은 0.30초까지의 Spark energy에 따른 CFD압력곡선결과와 실험결과 

값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LBV가 0.83m/s인 모델을 사용했으며 실험을 통

해 얻은 압력곡선과 비교했을 때, 4가지 경우의 Spark energy를 적용한 해석결

과와 전반적으로 압력곡선의 형상이 매우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최대압

력에 도달하지 전까지의 압력곡선은 Spark energy가 140J인 모델이 가장 유사

하였고 최대압력에 도달 후 급격히 압력이 감소하는 그래프에 대한 형상은 

Spark energy가 160J인 모델이 가장 유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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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8 Overpressure versus time history at various spark energy  

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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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4.9는 Spark energy와 첫 번째 최대압력 값에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그

래프이다. Spark energy가 J일 때 최대압력 값은 6.91Kpa로 다섯 경우의 

CFD결과 중에서 가장 작은 압력 값이 측정되었고 Spark energy가 160J일 때 

최대압력 값은 7.01Kpa로 다섯 경우의 CFD결과 중에서 가장 높은 압력 값이 

측정되었다. Spark energy가 상대적으로 적은 구간에서는 Spark energy를 증가

시켰을 때 최대압력 값에 대한 상승폭이 컸지만, Spark energy가 상대적으로 

큰 구간에서는 Spark energy를 증가시켰을 때 최대압력 값에 대한 상승폭이 줄

어드는 양상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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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9 1st peak overpressure versus spark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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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4.10을 보게 되면, Spark energy가 100J일 때 해석을 수행한 모델 중에

서 최대압력 도달시간에 대한 오차가 16%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Spark energy

가 160J일 때는 최대압력 도달시간은 0.182초, 140J일 때는 0.193초로 측정되었

다. 오차가 각각 2.3%, 3.2%로 두 모델에서 실제와 매우 유사한 시간범위 내에

서 최대압력 값이 측정되었다. 최대압력 값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Spark energy

가 100J일 때 6.91Kpa로 해석을 수행한 모델 가장 오차가 크게 나타났지만 오

차율은 0.02로 매우 작았다. Spark energy가 160J, 140J일 때 최대압력 값은 

7.01Kpa과 7.00Kpa로 실험값인 7.05Kpa과 거의 근접하였고 오차율은 두 경우 

모두 1.0%미만으로 실험값과 거의 일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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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10 1st peak overpressure versus time at various spark 

energy 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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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4.11은 Health and Safety Executive(HSE)에서 수행한 CFD와 이번 해석

을 진행한 Yang hoseong(Yang)의 CFD, 그리고 실험결과(Bauwens et al., 2011)

를 비교한 그래프이다. 첫 번째 최대압력곡선구간의 경우 HSE에서 얻은 압력곡

선보다 이번 연구에서 수행한 해석의 압력곡선이 실험과 더욱 유사한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두 번째 최대압력곡선구간의 경우에는 Yang과 HSE모두 실험과 

같은 압력곡선을 구현하지 못했다. 하지만 압력의 양상은 HSE보다 이번 해석에

서 얻은 결과가 더 유사한 것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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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11 Overpressure versus time history at different CFX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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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4.12는 CFD와 실험에서 얻은 결과 값에서 얻은 첫 번째 최대압력 값과 

도달시간에 관해 나타낸 그래프이다. Yang의 첫 번째 최대압력 값은 7.01Kpa로 

오차율은 1.0% 이내로 나타났다. HSE의 첫 번째 최대압력 값은 7.03Kpa로 오차

율은 10%로 나타났다. 최대압력 도달시간은 Yang의 경우 0.193초로 오차율은 

7.2%, HSE의 경우 0.127초로 오차율은 29.4%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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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12 1st peak overpressure versus time at different CFX cases 

and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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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4.13은 CFD와 실험에서 얻은 두 번째 최대압력 값과 도달시간에 관해 

나타낸 그래프이다. 첫 번째 최대압력구간과 달리 Yang과 HSE에서 수행한 해

석결과 모두 두 번째 최대압력구간에서의 최대압력 값은 실험과 다소 차이가 

존재했다. Yang의 두 번째 최대압력 값은 6.05Kpa로 오차율은 44.7%로 나타났

다. HSE의 두 번째 최대압력 값은 3.94Kpa로 오차율은 5.67%로 나타났다. 최대

압력 도달시간은 Yang의 경우 0.345초로 오차율은 11.1%, HSE의 경우 0.275초

로 오차율은 29.1%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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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13 2nd peak overpressure versus time at different CFX 

cases and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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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4.14는 Health and Safety Executive, UK (HES)와 Ulster University, UK 

(UU), National Centre FOR Scientific Research Demokritos, Greece(NCSRD) 그

리고 이번 연구에서 수행한 해석(Yang)에서을 통해서 시간에 따른 압력곡선그

래프를 실험과 비교한 것이다.(Tolias et al., 2018) 점화 후 0.45초까지의 구간에

서 두 번의 튀는 압력 값이 실험에서 관찰되었다. Bauwens et al. (2011)에서 

교정하지 않은 실험데이터를 확인해보면, 폭발로 인해 생긴 압력 값은 0.20초 

이후에 높은 주파수의 진동을 가지며 나타났다고 한다. 또한 Cooper et al. 

(1986)와 Bauwens et al. (2011)에 따르면, 두 번째 최대압력 값은 발생한 화염

의 상충과 실험공간에서의 구조적인 결과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첫 번째 최대

압력구간에서는 CFX(Yang)와 FLUENT, 그리고 ADREA-HF가 실험과 제일 유사

하게 나타났다. 이중 CFX(Yang)는 이 구간 중간에서 압력구배의 변동을 가장 

정확하게 구사하였다. CFX(HSE)에서도 첫 번째 최대압력 값에 도달하기 전 압

력구배가 바뀌는 압력지점이 실험과 많은 차이가 있긴 하지만, FLUENT와 

ADREA-HF에서는 구현되지 않은 압력구배의 변동을 구현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첫 번째 최대압력곡선구간에서는 ADREA-HF, FLUENT, CFX(Yang)를 이용

한 폭발해석이 실험과 유사한 압력곡선을 구현하였지만 두 번째 최대압력곡선

구간을 실험과 유사하게 구현한 프로그램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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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14 Overpressure versus time history at different CFD cases 

and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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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4.15는 CFD와 실험에서 얻은 첫 번째 최대압력 값과 도달시간에 관해 

나타낸 그래프이다. CFX(Yang), ADREA-HF, FLUENT에서 얻은 첫 번째 최대압

력곡선에서는 최대압력 값뿐만 아니라 최대압력이 도달하는 시간도 거의 일치

하였다. 반면 CFX(HSE)는 최대압력 값은 오차율이 로 크진 않았지만 도달

시간에서 다른 해석결과들에 비해 큰 차이를 보였으며 FLACS는 최대압력 값과 

도달시간에서 모두 다른 해석프로그램 및 실험결과와 큰 차이를 보였다. 

프로그램별로 실험과 비교했을 때 최대압력 값과 도달시간에 대한 오차율을 

Table3.1, 3.2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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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15 1st peak overpressure versus time at different CFD cases 

and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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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1st maximum 

overpressure (Kpa)

Predicted to 

experimental rate (%)

ADREA-HF 7.15 1.42

CFX(HSE) 7.69 9.07

FLACS 11.3 60.3

FLUENT 7.10 0.71

CFX(Yang) 7.01 0.57

Table 2.4.1 1st maximum overpressure and error rate with experiment

Model
1st maximum overpressure 

arrival time (Kpa)

Predicted to 

experimental rate (%)

ADREA-HF 0.188 0.53

CFX(HSE) 0.129 31.0

FLACS 0.154 17.6

FLUENT 0.191 2.14

CFX(Yang) 0.193 3.21

Table 2.4.2 1st maximum overpressure arrival time and error rate with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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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4.16은 CFD와 실험에서 얻은 두 번째 최대압력 값과 도달시간에 관해 

나타낸 그래프이다. 첫 번째 최대압력곡선구간에서와는 달리 수치해석결과와 

실험결과에서 얻은 최대압력 값과 도달시간이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프로그램별로 실험과 비교했을 때 최대압력 값과 도달시간에 대한 오차율을 

Table2.4.3, Table2.4.4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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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16 2nd peak overpressure versus time at different CFD 

cases and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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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1st maximum 

overpressure (Kpa)

Predicted to 

experimental rate (%)

ADREA-HF 2.24 47.0

CFX(HSE) 3.42 19.1

FLACS 6.39 51.1

FLUENT 3.73 11.8

CFX(Yang) 6.05 43.0

Table 2.4.3 2nd maximum overpressure and error rate with experiment

Model
1st maximum overpressure 

arrival time (Kpa)

Predicted to 

experimental rate (%)

ADREA-HF 0.425 10.1

CFX(HSE) 0.267 30.8

FLACS 0.216 17.6

FLUENT 0.337 12.7

CFX(Yang) 0.345 10.6

Table 2.4.4 2nd maximum overpressure arrival time and error rate with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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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4.17에서는 실험과 수치해석을 통해 얻은 결과로 점화지점을 기준으로 

거리에 따른 화염속도를 비교하였다.(Tolias et al., 2018) 실험결과를 보면 점화

지점으로부터 2.5m까지 초기 화염가속이 보여 지는데 전반적으로 모든 수치해

석에서 비슷한 가속양상을 보이지만 CFX(HSE)에서는 보다 과한 화염가속이 측

정되었으며 CFX(Yang)에서는 전체적으로 느린 화염가속이 측정되었다. 특히 

1.5m이전까지는 ‘Factor of 2’보다 낮은 화염가속이 측정되었다. 실험에선 점

화지점을 기준으로 5m떨어진 지점에서부터 화염가속이 일어났는데 FLUENT, 

CFX(HSE), ADREA-HF, FLACS에서는 초기 화염가속이 느려진 이후로 거리가 

멀어질수록 화염속도가 점점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지만, CFX(Yang)에서는 점화

지점을 기준으로 4.5m떨어진 지점에서부터 느려진 화염속도가 멀어질수록 증가

하는 것을 확인할 있다. CFX(Yang)에서 측정된 거리에 따른 화염속도가 전반적

으로 실험보다 느리게 측정되었지만 화염속도양상은 모든 수치해석 중에서 가

장 유사하게 나타났다.

Distance (m)

-2 0 2 4 6

F
la

m
e 

sp
ee

d 
(m

/s
)

0

50

100

150
ADREA-HF

CFX (HSE)

FLACS

FLUENT

CFX (Yang)

Experiment

Factor of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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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CFD를 이용한 수소충전소 폭발해석

수소는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수소가 누출되고 있는 공간의 상단부에 창문

을 설치하면 화재를 발생시키는 수소의 일정량을 외부로 배출시켜서 폭발의 위

력을 다소 줄일 수 있다. 개방방식에 따라서 폭발력이 어느정도 차이가 나고 

폭발규모와 화염양상을 비교하기위해 창문이 없는 공간과 있는 공간에 대한 분

석을 진행하였다.

3.1 형상선정 및 전제조건

이번해석에는 수소누출에 대한 폭발시뮬레이션을 진행하기 위해서 ANSYS 

17.2-CFX를 사용하였다. 수소는 다른 가스들에 비해 확산속도가 상당히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수소가스가 누출된 초기와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

의 농도분포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였고 이를 분석하기 위해 5분 동

안 가스를 누출시켰다. 수소는 공기보다 가벼운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는 수소

가스가 누출된 장소상단부의 개방상태에 따라서 내부가스농도가 달라질 수 있

음을 의미한다. 이번 시뮬레이션에서는 개방방식에 따라 내부가스농도분포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두 가지 형상을 디자인하였다. 하나는 벽면상부에 환기

부를 사방으로 설치하였고 다른 하나는 한쪽벽면에 문처럼 생긴 환기부를 설치

하였다. 이에 대한 그림은 Fig.3.1.1에 도시하였다.

누출된 수소가스는 두 공간에서 모두 40m/s로 노출이 되고 있다고 가정하였

다. 두 시뮬레이션공간 모두 수직방향으로는 지면에서 m떨어진 지점, 수평

방향으로는 수소가 누출되는 지점에서 실험공간의 안쪽방향으로 m떨어진 

지점에서 점화가 이루어졌다. 시뮬레이션은 개방방식에 따라 창문이 개방되어 

있는 경우와 문이 개방되어있는 경우로 나누어서 진행하였고 각 방식에서 수소

누출시간에 다른 내부가스농도분포를 분석하였다. 이후 각 개방상태에서 수소

가 s와 min 누출되었을 때 점화가 일어났다는 전제조건을 가지고 4가지경

우에 대해 폭발해석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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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oom with the vent

    

(b) Room with the windows

Fig. 3.1.1 The room for hydrogen explosion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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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공간모델링

창문이 있는 실험공간과 환기를 위한 문이 있는 실험공간에 대한 주요 치수

들은 Fig.3.2.1과 Fig.3.2.2에 나타내었다. 점화지점은 빨간색 마름모 형상으로 표

기하였고, 수소가 누출된 수소탱크는 빨간색으로 나타내었다. 수소탱크의 크기

는 현재 수소충전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규격들 중 하나를 선정하여 동일한 크

기로 모델링 하였다. 두 실험공간은 10m × 10m ×8m의 동일한 사이즈로 모델

링 하였고, 벽면상부에 사방으로 배출구를 배치한 경우와 수소가스가 배출되는 

방향의 왼쪽에 위치한 벽면에 배출구를 배치한 경우로 배출구의 위치는 달리하

여 화염과 압력이 배출되는 방식을 다르게 설정하였다. 

Fig. 3.2.1 Main dimension of experiment room with gate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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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 Main dimension of experiment room with wind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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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계산격자 및 경계조건

Fig.3.3.1, Fig.3.3.2, Fig.3.3.3, Fig.3.3.4는 창문이 있는 실험공간의 내부와 외

부, 그리고 수소탱크의 격자상태를 나타낸 그림이고, Fig.3.3.5, Fig.3.3.6, 

Fig.3.3.7, Fig.3.3.8은 문이 있는 실험공간의 내부와 외부, 그리고 수소탱크의 격

자상태를 나타낸 그림이다.

수소탱크 주변의 공간은 Tetra형상의 격자를 이용하여 격자를 형성 하였다. 

그 외의 실험공간내부는 Hexa격자를 이용하여 Elements수가 늘어나는 것을 최

소화하였다. 창문이 있는 수소충전소를 나타낸 Fig.3.3.1을 보게 되면, 창문이 

있는 부분은 Tetra형상으로 격자가 형성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서로 다른 

벽면에 있는 창문의 위치가 서로 조금씩 달라서 자동격자형성을 이용한 Hexa

격자형성이 불편하기 때문에 원활한 격자 형성을 할 수 있는 tetra 격자를 사용

하였다. 문이 있는 수소충전소를 나타낸 Fig.3.3.4를 보면, 수소탱크주변공간이

외에 실험공간내부를 Hexa격자를 사용하여 격자를 형성하였다. 한쪽만 개방되

어있는 형상의 경우 자동격자형성을 이용한 Hexa격자형성이 용이하다. 창문이 

있는 공간의 경우 창문부분과 외부로 이어지는 부분의 격자의 크기가 비슷해야 

하기 때문에 문이 있는 공간의 격자보다 많은 수의 격자가 소요되었다. 격자수

에 대한 자세한 값은 Table.3.3.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치해석은 고압탱크에 저장되어 있던 수소가 외부의 충격으로 인해 외부로 

강하게 누출되고 있는 상황을 가정하였다. 파손이 되어 수소가 누출되고 있다

고 가정한 부분은 수소탱크를 지지하고 있는 지지대의 옆 부분으로 설정하였

다. 수소가 누출되고 있는 부분의 직경은 0.1m, 누출속도는 40m/s로 하였다. 폭

발인 일어난 시간은 수소가 누출된 후 20초 경과된 시점과 5분 경과된 시점으

로 설정하였다. 난류모델은 k-ε모델을 사용하였고 연소모델은 Flamelet library

를 사용하여 연소반응계산을 수행하는 BVM모델을 사용하였다.

수소가 누출되고 시간이 경과되면서 실험공간내부의 폭발농도의 변화를 확인

하기 위해 100개의 Monitoring point를 설치하였다. Point의 위치는 높이별 4개

의 구간으로 지정하였다. 가장 밑부분에 있는 Point의 위치는 지면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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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m떨어진 지점으로 설정하였다. 이후 위쪽방향으로 2.1m간격으로 각 Point들

을 위치시켰다. 동일한 높이에 있는 25개의 Point들을 2m간격으로 균일하게 분

포시켜놓았다. 각 Point들의 위치는 Fig.3.3.9와 Fig.3.3.10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 Point들을 이용하여 시간에 따른 폭발농도변화와 환기부 위치의 따른 

폭발농도변화에 대해 확인작업을 진행하였다.

Parameters
Room with 

gate

Room with 

windows

Mesh types Hexa, Tetra Hexa, Tetra

Number of mesh nodes 867,000 1,000,865

Number of mesh elements 1,400,320 2,496,145

Pure hydrogen gas leak 

velocity

40m/s

Simulation types Transient

Time step 1ms

Total leak time min

Spark time   

Time duration 

Turbulence model 

Combustion model BVM

Outer boundary Opening

Room wall Wall

Table. 3.3.1 The boundary condition and mesh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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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 Mesh shapes in the room area with windows

Fig. 3.3.2 Mesh shapes of outer area and the room with wind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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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 Mesh shapes of sidewall about room with windows 

Fig. 3.3.4 Mesh shapes of Hydrogen tank about room with wind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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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5 Mesh shapes in the room area with gate

Fig. 3.3.6 Mesh shapes of outer area and the room with g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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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7 Mesh shapes of sidewall about room with windows

Fig. 3.3.8 Mesh shapes of Hydrogen tank (side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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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9 Monitoring point for measuring equivalence 

ratio of H2 (top view)

Fig. 3.3.10 Monitoring point for measuring equivalence 

ratio of H2 (front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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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화염 및 압력양상 분석결과

Fig.3.3.9와 Fig.3.3.10에 표시되어 있는 Monitoring point에서 측정된 수소폭발

농도를 층별로 구별하여 당량비를 확인하였다. Fig.3.4.1은 문이 있는 실험공간

과 창문이 있는 실험공간에 대해 지면으로부터 0.5m 떨어진 구간에서 측정한 

당량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다. 녹색선은 수소가 폭발할 수 있는 당량

비 농도에 대해 하한계를 표시한 것인데 두 공간에서의 농도그래프가 모두 녹

색선 밑으로 있으므로 이 구간에서는 수소가 누출된 후 5분이 지나도 창문의 

유무와 문의 유무에 상관없이 수소의 농도가 폭발농도 범위밖에 있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Fig.3.4.2는 지면으로부터 2.6m 떨어진 구간에서 측정된 당량비를 표시한 그

래프다. 두 공간모두 전반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농도가 점차 증가하지만 

5분이 지나도 폭발범위 밖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소가 누출되는 구간과 접

하는 지점의 수소농도는 다른 지점의 농도와 차이를 보였다. 두 공간모두 동일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들과는 다른 농도를 보였는데 문이 있는 공간의 대부분

의 시간동안 폭발하한계보다 높은 수소농도가 측정되었지만 창문이 있는 공간

의 경우 대부분의 시간동안 폭발하한계보다 낮은 수소농도가 측정되었다. 

Fig.3.4.3은 지면으로부터 4.7m 떨어진 구간에서 측정된 당량비를 표시한 그

래프다. 실험공간내부의 수소농도는 전반적으로 두 공간 모두 시간이 경과되면

서 당량비가 증가했지만, 문이 있는 공간의 당량비가 창문이 있는 공간에 비해 

수소농도가 빠르게 폭발범위 안으로 진입하였다. 문이 있는 수소충전소의 경우 

약 200초가 지난 후 폭발하한계보다 높은 당량비가 측정이 되기 시작했고 창문

이 있는 수소충전소의 경우 5분이 지나도 폭발하한계보다 높은 농도에 도달하

지 못하였다. 

Fig.3.4.4는 지면으로부터 6.8m 떨어진 구간에서 측정된 당량비를 표시한 그

래프다. 두 번째, 세 번째 구간과 동일하게 두 공간 모두 시간이 경과되면서 당

량비가 증가했지만 문이 있는 수소충전소의 당량비가 창문이 있는 수소충전소

보다 빠르게 폭발범위 안으로 진입하였다. 하지만 이전구간들과는 달리 창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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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수소충전소에서 수소누출 후 200초 경과된 시점부터 당량비가 폭발범위 

안으로 측정되기 시작하였다. 문이 있는 공간의 경우 수소누출 후 150초 경과

된 시점부터 폭발농도범위안의 당량비가 측정이 되었으며 다른 구간에서보다 

빠르게 폭발범위내의 농도가 조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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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1 Equivalence ratio times series at the 1st floor inside 

the experiment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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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2 Equivalence ratio times series at the 2nd floor 

inside the experiment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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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3 Equivalence ratio times series at the 3rd floor 

inside the experiment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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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4 Equivalence ratio times series at the 4th floor 

inside the experiment room 

Fig.3.4.5는 형상에 따라 수소가 누출되어 내부공간의 기체조성을 변하게 하는

것에 대해 시간별로 나타낸 그림이다. 각 항목마다 왼쪽에 위치한 수소충전소

는 문을 이용한 개방방식의 형상이고 오른쪽에 위치한 수소충전소는 창문을 이

용한 개방방식의 형상이다. 수소누출 후 2분이 경과될 때까지 창문형 개방방식

과 문형 개방방식이 적용된 수소충전소의 폭발범위내에 해당하는 내부소수농도

분포에 대해 큰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이후로 문형 개방방식이 

적용된 수소충전소의 상부에서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천장을 기점으로 바닥방

향으로 폭발범위내에 해당하는 수소농도의 규모가 점차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창문형 개방방식이 적용된 수소충전소 역시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폭발범위내에 해당하는 수소농도의 규모가 점차 증가하였지만 규모가 확장되는 

속도는 문형 개방방식이 적용된 수소충전소에 비해 빠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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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0s after leaking

(b) 20s after leaking

(c) 40s after le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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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60s after leaking

(e) 90s after leaking

(f) 120s after le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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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150s after leaking

(h) 180s after leaking

(i) 210s after le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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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240s after leaking

(k) 270s after leaking

(l) 300s after leaking

Fig. 3.4.5 Hydrogen equivalence ratio in the room at each time          

(left: the room with gate; right: the room with wind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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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4.6은 수소가 누출된 지 s가 경과된 문방식의 개방형태를 가지는 수

소충전소에서 점화이후에 발생한 화염의 양상과 압력파를 표시한 그림이다. 각 

그림의 왼쪽상단에 있는 실험공간을 보면 충전소내부에 옅은 파란색 기둥이 있

는데 이는 20초가 경과된 이후 폭발범위 내에 있는 수소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점화지점에 발생한 노란색을 띄는 울퉁불퉁한 구체는 화염을 나타낸 것이다. 

화염의 색은 당량비에 따라 당량비가 1근처에서는 매우 밝은 노란색으로 거의 

흰색에 가깝게 하였고 이후 수소/공기의 농도가 당량비에서 멀어질수록 주황색

을 띄도록 설정하였다. 우측상단에는 폭발로 발생한 내부의 압력파를 나타내었

고 왼쪽하단에는 벽에 작용한 압력파를 정면에서 표기한 것을 나타내었고 우측

하단에는 벽에 작용한 압력파를 뒷면에서 표기한 것을 나타내었다. 점화가 발

생한 후 0.118초까지 폭발로 인해 내부압력이 작은 유리창이 파손될 수 있는(산

업안전보건연구원, 2016) 0.2Kpa 이상으로 상승하였지만 1Kpa을 넘지는 않았다. 

압력은 폭발이 발생한 지점부터 확산되기 시작해서 개방된 문이 있는 뒤쪽 벽

면에 압력파가 먼저 도달하였고 이후에 점차 압력이 확산되어서 0.118초에 모

든 벽면에 작용하는 압력이 0.2Kpa을 넘어서게 측정되었다. 이후 1초가 될 때

까지 내부압력은 0.2Kpa이하로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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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ydrogen leakage time:20s; time after ignition:0.064s

(b) Hydrogen leakage time:20s; time after ignition:0.092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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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Hydrogen leakage time:20s; time after ignition:0.1s

(d) Hydrogen leakage time:20s; time after ignition:0.118s          

Fig. 3.4.6 Flame shape, pressure wave and wall pressure contour of 

the room with gate(H2 leakage time: 2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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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4.7은 수소가 누출된 지 5분이 경과된 문방식의 개방형태를 가지는 수소

충전소에서 점화 이후에 발생한 화염의 양상과 압력파를 표시한 그림이다. 수

소가 s동안 누출된 상태와 비교했을 때 수소누출 후 5분이 경과된 수소충전

소의 내부 수소농도분포를 보면 개방된 문의 가장 윗부분까지 폭발농도범위의 

수소농도가 내부에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또한 내부압력변화가 2번 

확인되었다. 점화 후 내부압력이 점차 상승하였고 Fig.3.4.7의 (d)에서 볼 수 있

듯이 0.092초가 경과됐을 때 모든 벽면이 0.2Kpa 이상으로 측정이 되었다. 이후 

내부압력이 0.2Kpa 밑으로 내려갔지만 이후 다시 상승하여 0.342초가 경과된 

시점에서 내부벽면에 1Kpa이 넘는 압력이 측정되기 시작하였고 0.356초가 경과

된 시점에서 모든 벽면이 1Kpa이 넘는 압력이 측정되었다. 이후 내부압력이 계

속해서 증가하였고 0.408초가 경과된 후에는 모든 벽면에 1.7Kpa이 넘는 압력

이 측정되었다.

(a) Hydrogen leakage time:5min; time after ignition:0.044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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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Hydrogen leakage time:5min; time after ignition:0.072s

(c) Hydrogen leakage time:5min; time after ignition:0.078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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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Hydrogen leakage time:5min; time after ignition:0.092s

(e) Hydrogen leakage time:5min; time after ignition:0.278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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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Hydrogen leakage time:5min; time after ignition:0.284s

(g) Hydrogen leakage time:5min; time after ignition:0.290s



- 73 -

(h) Hydrogen leakage time:5min; time after ignition:0.322s

(i) Hydrogen leakage time:5min; time after ignition:0.342s



- 74 -

(j) Hydrogen leakage time:5min; time after ignition:0.356s

(k) Hydrogen leakage time:5min; time after ignition:0.388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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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Hydrogen leakage time:5min; time after ignition:0.408s         

Fig. 3.4.7 Flame shape, pressure wave and wall pressure contour of 

the room with gate(H2 leakage time: 5min)

Fig.3.4.8은 수소가 누출된 지 20초가 경과된 창문방식의 개방형태를 가지는 

수소충전소에서 점화 이후에 발생한 화염의 양상과 압력파를 표시한 그림이다. 

점화 후 0.092초가 경과되고 점화가 발생한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벽면에 

0.2Kpa이 넘는 압력이 측정되었다. 이후 연소가 진행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압

력이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0.12초부터 0.128초까지 여러 벽면에서 0.3kpa이 넘

는 압력이 국소적으로 측정되었으며 이후 1초가 될 때까지 내부압력은 0.2Kpa 

이하로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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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ydrogen leakage time:20s; time after ignition:0.082s

(b) Hydrogen leakage time:20s; time after ignition:0.092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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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Hydrogen leakage time:20s; time after ignition:0.110s

(d) Hydrogen leakage time:20s; time after ignition:0.12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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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Hydrogen leakage time:20s; time after ignition:0.124s

(f) Hydrogen leakage time:20s; time after ignition:0.128s          

Fig. 3.4.8 Flame shape, pressure wave and wall pressure contour of 

the room with windows(H2 leakage time: 2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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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4.9은 수소가 누출된 지 5분이 경과된 창문방식의 개방형태를 가지는 수

소충전소에서 점화 이후에 발생한 화염의 양상과 압력파를 표시한 그림이다. 

이 시뮬레이션에서는 이전 시뮬레이션들보다 더 많은 내부압력변동이 확인되었

다. 폭발이 발생한 후 0.092초가 경과된 시점에서 0.2Kpa과 0.4Kpa사이의 압력 

값이 벽면에서 측정되었다. 이후 연소가 되는 지점에서 0.2Kpa이 넘는 압력이 

국소적으로 확인이 되었다. 0.226초가 경과된 시점에서 천장을 기준으로 압력이 

상승하기 시작했고 0.25초에는 화염과 천장이 닿는 부분에서 0.7Kpa이 넘는 압

력값이 측정되었다. 이후 0.312초가 지날 때까지 내부압력은 계속해서 상승하였

다. 이후 일부 압력이 창문을 통해 빠져나갔고 0.41초 이후부터 화염부를 중심

으로 다시 내부압력이 점차 상승하기 시작하였다. 0.43초 이후에 압력이 조금 

낮아지다가 0.562초까지 압력이 다시 상승하였고 이후 1초가 될 때까지 점차 

압력이 낮아졌고 전반적으로 내부압력이 0.2Kpa 이하로 유지되었다.

(a) Hydrogen leakage time:5min; time after ignition:0.042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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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Hydrogen leakage time:5min; time after ignition:0.092s

(c) Hydrogen leakage time:5min; time after ignition:0.118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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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Hydrogen leakage time:5min; time after ignition:0.188s

(e) Hydrogen leakage time:5min; time after ignition:0.226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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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Hydrogen leakage time:5min; time after ignition:0.250s

(g) Hydrogen leakage time:5min; time after ignition:0.276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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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Hydrogen leakage time:5min; time after ignition:0.312s

(i) Hydrogen leakage time:5min; time after ignition:0.334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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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Hydrogen leakage time:5min; time after ignition:0.410s

(k) Hydrogen leakage time:5min; time after ignition:0.43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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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Hydrogen leakage time:5min; time after ignition:0.476s

(m) Hydrogen leakage time:5min; time after ignition:0.536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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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Hydrogen leakage time:5min; time after ignition:0.562s        

Fig. 3.4.9 Flame shape, pressure wave and wall pressure contour of 

the room with windows(H2 leakage time: 5min)

Fig.3.4.10는 문방식의 개방형태를 가지는 수소충전소에서 폭발로 발생한 화염

에 대해 0.1초 간격으로 화염양상을 나타낸 그림이다. 왼쪽은 수소가 누출되고 

20초가 지난 상황에서 점화가 일어난 상태를 표시하였고 오른쪽은 수소가 누출

되고 5분이 지난 상황에서 점화가 일어난 상태를 표시하였다. 폭발이 일어난 

후 0.3초까지는 수소의 누출시간에 관계없이 유사한 화염성장속도를 보였지만 

이후 폭발범위에 들어있는 수소농도가 더 넓게 분포하고 있는 수소충전소에서

(수소누출 후 5분 경과된 수소충전소) 더울 빠르게 화염이 성장하였고 0.5초 이

후부터는 개방된 부분으로 화염이 배출되었다.

Fig.3.4.11은 창문방식의 개방형태를 가지는 수소충전소에서 폭발로 발생한 화

염에 대해 0.1초 간격으로 화염양상을 나타낸 그림이다. 폭발이 일어난 후 수소

누출 후 5분이 경과된 수소충전소의 경우 더욱 빠르게 화염이 성장하였다. 누

출 후 0.5초가 되는 시점에 화염이 천장에 도달하였고 0.6초가 되는 시점에서 

화염이 창문을 통해 외부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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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a) Flame shape in the room with gate 0.1s after ignition

(b) Flame shape in the room with gate 0.2s after ignition

(c) Flame shape in the room with gate 0.3s after ig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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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Flame shape in the room with gate 0.4s after ignition

(e) Flame shape in the room with gate 0.5s after ignition

(f) Flame shape in the room with gate 0.6s after ig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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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Flame shape in the room with gate 0.7s after ignition

(h) Flame shape in the room with gate 0.8s after ignition

(i) Flame shape in the room with gate 0.9s after ignition

Fig. 3.4.10 Flame shape each times in the room with gate             

(left, gas leakage time:20s; right, gas leakage time:5min) 



- 90 -

(a) Flame shape in the room with windows 0.1s after ignition

(b) Flame shape in the room with windows 0.2s after ignition

(c) Flame shape in the room with windows 0.3s after ig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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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Flame shape in the room with windows 0.4s after ignition

(e) Flame shape in the room with windows 0.5s after ignition

(f) Flame shape in the room with windows 0.6s after ig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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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Flame shape in the room with windows 0.7s after ignition

(h) Flame shape in the room with windows 0.8s after ignition

(i) Flame shape in the room with windows 0.9s after ignition

Fig. 3.4.11 Flame shape each times in the room with windows             

(left, gas leakage time:20s; right, gas leakage time:5min) 



- 93 -

제 4 장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상용 수치해석 프로그램인 CFX를 활용하여 수소충전소의 환

기구멍이 존재하는 실험공간에서의 폭발현상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으며 다음

과 같은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었다.

(1) ANSYS 17.2-CFX에서 제공하는 연소모델인 BVM을 적용한 시뮬레이션에

서 층류연소속도와 Spark energy를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폭발에 대한 미세한 

조정이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18% 수소/공기 부비피를 가진 희박한 폭발농도범위의 균일혼합물에 대해 

폭발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고 중심에서 점화를 시켰을 때, 층류연소속도가 

0.83m/s이고 Spark energy가 140J일 때 실제 폭발과 가장 유사한 폭발현상이 

구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압력구배의 경우 초기 폭발구간은 매우 유사하

였으나 화염이 배출된 이후 변화하는 압력에 대해서는 실제와 차이를 보였다.

(3) 수소충전소를 단순화하여 충전소 내부에 설치된 수소탱크에서 수소가 누

출되었을 때 환기부의 위치, 수소누출시간에 따라 내부의 누출되는 수소농도의 

분포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하단에 환기부가 있는 경우 시간에 따른 수소농도

의 상승이 더 빠르게 나타났다. 상부의 환기부가 있는 경우엔 전반적으로 5분

이 지나는 동안 천장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구간에서는 폭발범위의 수소

농도에 도달하지 못하였지만 하단에 환기부가 있는 충전소에서는 200초가 지나

는 시점부터 천장 밑 분분의 구간에서 수소농도가 폭발하한계보다 높아지기 시

작하였다.

(4) 폭발로 인한 내부압력변동은 수소누출시간이 길수록, 내부의 폭발범위내

의 수소농도가 넓게 분포할수록 자주 발생하였다. 특히 5분 동안 수소가 노출

되었을 때 하단 환기부가 있는 수소충전소에서 가장 높은 압력이 벽면에서 확

인되었다. 하지만 가장 많은 내부압력변동이 5분동안 누출이 된 상부환기부가 

있는 수소충전소에서 확인되었다.

(5) 화염양상의 경우, 개방방식에 관계없이 20초 동안 수소가 누출된 수소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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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에서는 화염의 성장속도와 양상이 거의 동일하게 관측되었다. 5분동안 수

소가 누출된 수소충전소중 하부 환기부가 있는 경우에 폭발위험이 있는 수소/

공기분포가 내부에 가장 넓게 분포하였고 그 결과 1초 동안 가장 넓게 화염이 

성장하였다. 상부 환기부가 있는 수소충전소에서는 하부에 환기부가 있는 소수

충전소보다 화염의 성장이 천장부근에 많이 두드러지게 관측되었다.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4가지 경우 모두, 폭발하기에는 희박한 농도가 조성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및 구조물에 피해를 줄 정도로 상당한 위력이 있

는 압력파가 폭발시뮬레이션에서 확인되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구현한 폭발현사에서, 전반부에 나타난 압력구배는 상당

한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후 압력구배에서는 실제와 차이가 있었다. 

또한 거리에 따른 화염속도 양상은 실제와 유사했지만 그 속도는 전체적으로 

실제보다 낮게 시뮬레이션에서 확인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수소농

도와 다양한 규모의 공간에서의 폭발실험과 비교·검증하는 작업을 통하여 추

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95 -

감사의 글 

대학원에 입학하고 과제를 통해서 폭발해석이라는 분야를 처음 접했습니다. 

해석시간이 많이 필요한 분야였기 때문에 해석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가 충분

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연구하기가 쉽지가 않은 파트였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해주신 이전 선배님들과 큰 부담없이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김인

철 박사님, 김병하 박사님, 김창구 박사님, 박지훈 박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

립니다.

또한 저를 유동정보연구실에서 석사과정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무사

히 연구활동을 마치게 도와주신 저의 지도교수님이신 이영호 교수님께 감사드

립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신 저의 부모님과 형, 그리

고 여자친구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 96 -

참고문헌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KOTRA), 2018. EU, 자동차 CO2배출 

감축 목표 확정 발표. [Online] (Updated 1 January 2019) Available at : http://news.

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5/globalBbsDataView.do?setIdx=244&dataIdx=1721

75 [Accessed 1 June 2019].

Ring, R., Stott, J. & Hales, C. 2008. Modeling the Risk of Fire/Explosion Due to Ox

idizer/Fuel Leaks in the Ares I Interstage. 3rd IAASS Conference. Rome, Italy. Oct

ober 21, 2008 - October 23, 2008, NASA Marshall Space Flight Center; Huntsville, 

AL, United States.

Paik, J.K., Kim, B.J., Jeong, J.S., Kim, S.H., Jang, Y.S., Kim, G.S., Woo, J.H., Kim, 

Y.S., Chun, M.J., Shin, Y.S., & J. Czujko, 2010. CFD simulations of gas explosion 

and fire actions. Ships and Offshore Structures, 5(1), pp.3-12.

Liu, Q., Zhang, Y., Niu, F. & Li, L. 2015. Study on the flame propagation and gas 

explosion in propane/air mixtures.

Hu, K. & Zhao, Y. 2016. Numerical simulation of internal gaseous explosion loading 

in large-scale cylindrical tanks with fixed roof. Thin-Walled Structures, Volume 

105, pp.16-28.

Vyazmina, E., Jallais, S., Krumenacker, L., Tripathi, A., Mahon, A., Commanay, J., 

Kudriakov, S., Studer, E., Vuillez, T. & Rosset, F. 2019. Vented explosion of 

hydrogen/air mixture: An intercomparison benchmark exercise. International Journal 

of Hydrogen Energy, Volume 44, pp.8914-8926.

Tolias, I.C., Stewart, J.R., Newton, A., Keenan, J., Makarov, D., Hoyes, J.R., 

Molkov, V. & Venetsanos, A.G. 2018. Numerical simulations of vented hydrogen 

deflagration in a medium-scale enclosure. Journal of Loss Prevention in the 

Process Industry, Volume 52, pp.125-139.



- 97 -

Bauwens, C.R., Chaffee, J. & Dorofeev, S.B. 2011. Vented explosion overpressures 

from combustion of hydrogen and hydrocarbon mixtures. International Journal of 

Hydrogen Energy, Volume 36, pp.2329-2336.

ANSYS, 2016. ANSYS CFX-solver Theory Guide. Release 17.2. ANSYS Inc, 

Southpointe, Canonsburg, USA.

Mazumder, S. 2016. Chapter 6 - The Finite Volume Method (FVM). Academic 

Press.

MIDAS, 2019. 암시적 시간적분(implicit time integration). [Online] (Updated 22 April 

2019) Available at : https://kor.midasuser.com/nfx/techpaper/keyword_view.asp?idx=2

09&pg=1&sk=implicit&bid=70&nCat=&searchRe=&nIndex=&sHtml= [Accessed 22 April 

2019].

Bertram, V. 2012. Chapter 1 - Introduction, Butterworth-Heinemann. Oxford.

Dahoe, A.E., 2005. Laminar burning velocities of hydrogen–air mixtures from c

losed vessel gas explosions. Journal of Loss Prevention in the Process Industrie

s, 18, pp.152–166.

Cooper, M.G., Fairweather, M. & Tite, J.P. 1986. On the mechanisms of pressure g

eneration in vented explosions, Combustion and Flame, Volume 65, pp.1-14.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1. 화재폭발 영향도 및 사고 해석모델 연구(Ⅰ), 안전보건공

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1. 서  론  
	1.1 연구배경  
	1.2 연구동향  
	1.3 연구목적  
	1.4 연구방법  

	2. 폭발실험과 수치해석모델 비교 
	2.1 실험  
	2.2 CFD이론  
	2.2.1 수치해석기법  
	2.2.2 지배방정식  
	2.2.3 이산화방법  
	2.2.4 난류모델  
	2.2.5 부력모델  
	2.2.6 연소모델  

	2.3 계산격자 및 경계조건  
	2.4 실험격과 및 CFD결과 분석  

	3. CFD를 이용한 수소충전소 폭발해석  
	3.1 형상선정 및 전제조건  
	3.2 공간모델링  
	3.3 계산격자 및 경계조건  
	3.4 화염 및 압력양상 분석결과  

	4. 결론  
	감사의 글  
	참고문헌   


<startpage>15
1. 서  론   1
 1.1 연구배경   1
 1.2 연구동향   5
 1.3 연구목적   7
 1.4 연구방법   8
2. 폭발실험과 수치해석모델 비교  9
 2.1 실험   9
 2.2 CFD이론   11
  2.2.1 수치해석기법   11
  2.2.2 지배방정식   15
  2.2.3 이산화방법   17
  2.2.4 난류모델   18
  2.2.5 부력모델   20
  2.2.6 연소모델   21
 2.3 계산격자 및 경계조건   23
 2.4 실험격과 및 CFD결과 분석   27
3. CFD를 이용한 수소충전소 폭발해석   47
 3.1 형상선정 및 전제조건   47
 3.2 공간모델링   49
 3.3 계산격자 및 경계조건   51
 3.4 화염 및 압력양상 분석결과   58
4. 결론   93
감사의 글   95
참고문헌    96
</bo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