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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order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ree different electrostatic discharge energies on gas explosions, a 

high-speed PIV system has been applied. The present study paid attention to the flame initiation by the gas 

explosions and its propagation at the existence of an obstacle within a chamber. Three different ignition 

energies such as 0.56 mJ, 52.87 mJ and 112.5 mJ were used. It is found that the ignition kernel is bent by the 

electrostatic discharge during the flame initiation. Tangential velocities of unburnt mixture ahead of initially 

propagating flame fronts are increased with increasing ignition energy, which makes the flame propagation 

faster before it reaches the obstacle. Although the flame speed was found to be less sensitive to the ignition 

energies, the flame developments were different. The effects of the energies on explosion pressures were also 

discussed.    

 

 

 

1. 서 론 

복잡한 구조물이 있는 공간에서의 가스 폭발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생산중단으로 인한 영업손

실 등으로 인해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이러한 가

스폭발로 인한 피해영향은 연료의 반응성, 장애물, 

구조물 밀폐정도, 점화원 등 수 많은 요소에 따라 

달라진다. 이 영향을 사전에 적절한 조치로 방지

하기 위해서는 폭발 위험성과 관련된 깊은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안전상의 조치들이 개발

되고, 이행되어야 한다. 

과거 20 년 이래 폭발 위험성 연구는 크게 2 가지 

분야, 첫 번째는 폭발이 일어난 후 폭발 거동 특성을 

규명하는 연구이고, 두 번째는 가연성 물질의 점화 

위험성을 규명하는 연구이다. 전자의 경우 대부분 

단지 일정한 점화 에너지를 가지는 전기적 점화 

플러그만 사용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후자는 

폭발 거동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가연성 물질의 

최소 점화 에너지 연구에만 집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점화원에 따른 폭발거동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는 Hjertager 등,(1) Phylaktou 와 Andrew(2) Moen 

등,(3) McKay 등(4)에 의해 일부 수행되었다. 이들의 

결과를 언급하면, Hjertager 등(1)과 Phylaktou와 Andrew(2) 

는 평면(planar) 점화원이 점(point) 형태의 점화원 

보다 더 높은 압력과 화염속도를 발생시킨다고 

보고하였고, Moen 등(3)과 McKay 등(4)은 제트화염이 

폭굉을 야기시킨다고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단지 오직 점화원 형태에만 국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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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거동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점화에너지의 

영향은 Bradley 등,(5) Zhen 과 Leuckel(6)에 의해 극히 

일부 수행되었다. Bradley 등(5)은 4.09 mJ에서10.40 mJ의 

점화에너지로 메탄-공기 혼합가스를 폭발시켰을 때 

화염속도는 점화에너지에 의존하지 않았다는 것을 수치 

해석적인 결과로 보여주었다. Zhen 과 Leuckel(6)은 강한 

불꽃 점화기로 1 에서 10 kJ 의 에너지를 적용하였고, 

최대 폭발압력은 점화에너지에 따라 민감하게 변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폭발거동 특성에 대한 

점화 에너지의 영향에 대한 일부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이 연구들은 전기 스파크에 관한 것이다. 정

전기 방전은 산업현장에서 가장 간과 하기도 쉽고 

가장 쉽게 예방 할수 있는 점화원이나 대부분 정전

기 방전에 관한 연구는 점화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

져 있다. 아직 정전기 방전에 의한 초기 화염과 화

염 전파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비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장애물이 있는 챔버 내에서 정전기 방

전 에너지에 따른 초기화염과 화염 전파 거동 특성

을 실험적으로 조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가스 폭

발에 의한 화염과 미연소 가스의 비정상유동을 측정

하기 위해 고속 PIV 시스템을 적용하였다. 또한 화

염과 미연소 가스의 속도를 동시에 처리하기 위해 

영상처리기법을 적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정전기 방

전 에너지에 따른 화염전파 속도를 분석하였으며, 

에너지별 폭발압력 거동 특성을 분석하였다.   

2. 실험 방법 

Fig. 1 은 본 연구에 사용된 실험장치의 개략도를 

나타낸다. 폭발챔버는 100 x 100 mm2의 단면적에 길

이가 1500 mm로서 총 부피는 15 L이다. 폭발챔버는 

두께가 10 mm 인 투명한 아크릴로 제작하였고 챔버 

왼쪽 끝의 벽은 막혀있고 오른쪽 끝은 개방되어 있

으나 가스가 채워지기 전에 얇은 폴리에틸렌 랩으로 

밀봉하였다. 장애물은 10 x 50 mm2 의 크기를 갖는 

직사각형을 챔버내 점화원으로부터 100 mm 떨어진 

위치의 중앙에 고정하였다. 여기서 사용된 직사각형 

장애물의 장애율(blockage ratio)은 50%이다.    

가연성 가스인 메탄과 공기는 가스 유량 제어 

시스템으로 보정하였다. 혼합가스의 유량은 막힌 

챔버의 밸브를 통해 챔버에 들어가기 전에 체크하

였다. 가스가 채워지는 동안 챔버안의 공기는 밴

트쪽의 샘플 통로를 통해서 배출하였다. 연료의 

농도는 가스 분석기에 의해 체크하였다. 여기서 

공기중의 메탄의 농도는 9.5±0.2%이다. 

폭발압력 측정을 위해 압력센서(Kistler 701 A)를 

폭발챔버 중앙에 설치하였다. 센서로부터 출력되는 

전하량은 Amplifier(Kistler 5019 B)를 통해 증폭되고, 

16bit A/D Board(DT521)를 통하여 센서에서 출력되는 

전압값을 압력값으로 변환하여 프로그램에 전송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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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diagram of the experimental arrang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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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기 방전 에너지는 점화에너지 전원공급장치

로부터 생성된다. 가연성 가스는 챔버의 왼쪽 막

힌 면에서 15 mm 떨어진 위치에 설치된 구리 재

질의 전극에 의해 점화된다. 정전기 방전 에너지

는 콘덴서가 충전된 후 전극을 통해 방전되면서 

생성된다. 여기서 콘덴서의 전기 용량은 C = 5, 470, 

1000 pF 의 3 가지를 사용하였다. 최고 충전 전압

은 V = 15.5 kV이다. 정전기 방전 에너지는 E = 1/2 

CV2로 계산하였으며, 각각 0.56, 52.87, 112.5 mJ의 

값이 본 실험에 사용되었다. 본 실험에서는 실험

결과의 재현성을 위해 각 에너지별 최소 5 회 반

복 수행하여 결과를 평균으로 처리하였다. 

전극 주변의 유동장 측정을 위해 DPSS 레이저

와 1280 x 1024 pixel2의 해상도를 갖는 고속카메라

를 사용하여 고속 PIV 측정을 하였다. 점화 전에 

1 ㎛ 직경의 알루미늄 입자를 챔버안에 공급하였

다. 이 실험에서는 1280 x 256 pixel2의 영상을 초당 

2000 장 얻었다. 초기 화염의 측정 영역은 전극 중

심을 기준으로 52.8 x 45 mm2 의 크기를 가진다. 

속도벡터는 상호상관(cross-correlation) 알고리즘을 

적용하였고, 상관영역은 32 x 32 pixel2의 윈도우를 

75% overlap 하였다. 속도벡터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reculsive correlation 기법을 적용하였다. 본 

PIV 알고리즘은 이전 연구에서 불확도 평가를 하

였으며, 그 결과 95% 신뢰도에서 -0.264±0.0504%

로 나타났다.(7) 

장애물 주변의 화염전파를 조사하기 위해서 장

애물 주위의 307.2 x 122.88 mm2 의 영역을 측정하

였다. 이 경우는 1280 x 512 pixel2의 해상도로 초당 

1000 장을 영상을 얻었다. 전극주변의 초기화염과 

장애물 주변의 화염전파는 동시에 측정된 것이 아

니지만 두 영상의 비교를 통해 화염 전파 거동 시

간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초기화염 거동 특성 

Fig. 2 는 전극 주위에서 고속카메라로 촬영하여 

획득한 초기화염의 순차적인 화염이미지를 보여준다. 

서로 다른 3 가지의 정전기 방전 에너지 (E1 = 0.56 

mJ, E2 = 52.87 mJ, E3 = 112.5 mJ)가 사용되었다. 메탄

의 최소 점화 에너지(Emin)는 0.28 mJ이다. 따라서 E1 

= 2Emin, E2 = 189Emin, E3 = 402 Emin 의 관계를 갖게 된

다. 순차적인 영상은 2 ms 의 시간간격을 가지고 있

으며, 정전기가 방전되는 시간을 여기서 t = 0 으로 

하였다. Fig. 2 에서 t = 0 일 때 점화원 전극 사이에 

필라멘트 모양의 점화원 핵(ignition kernel)이 형성되

었다. 본 연구에서의 핵은 직선형태를 띄는 Ono 와 

Oda(8)의 결과와는 달리 구부러진(bent) 형태로 나타

났다. 이 모양의 차이는 전극 사이의 간격때문이다. 

Ono와 Oda(8)의 실험에서는 전극 사이 간격이 2 mm 

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전극 사이 간격이 7 mm였다. 

에너지가 E1 에서 E3 로 증가할수록 점화원 핵의 형

태는 보다 분명해지고 크기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no 와 Oda(8)는 방전 에너지가 낮은 경우

(E1)에 대해서만 실험하였으며, 초기화염 형태는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따라서 전극 간극이 초기화

염에 미치는 영향이 방전 에너지에 비해 미약하다. 

방전 에너지를 E2 와 같이 증가시키면 화염의 모양

은 E1 의 경우 보다 조금 더 찌그러진다. 이 찌그러

짐은 E3 에서 더욱 증가하였다. 이 찌그러진 화염은 

시간에 따라 초기의 모양을 유지하면서 증가하다가 

약 t = 8 ms 에서 그 영향이 명확히 나타남을 할 수 

있다. t = 8 ms 일 때 화염은 챔버 왼쪽의 막힌 벽에 

먼저 도달되고, 이 시간 이후 장애물 전면(점화원 방

향)을 향하여 화염 전면(flame front)이 전파되기 시작

하였다.   

Fig. 3 은 점화 후 특정시간 t = 5 ms에서 정전기 

방전 에너지에 따른 전극 주변의 미연소 가스의 

속도장 및 그에 따른 유선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

서 화염의 경계는 Fig. 2 의 화염이미지에 적용된 

0 ms 

   

2 ms 

   

4 ms 

   

6 ms 

   

8 ms 

   

 (a) E1 (b) E2 (c) E3 

Fig. 2 A sequence of selected high speed images of 

flame initiation during the course of explosions 

with three different ignition energies : (a) E1(= 

0.56mJ), (b) E2(= 52.87mJ) and (c) E3(= 

112.5mJ),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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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processing을 통해 획득하였다. 화염경계를 추

출하는 알고리즘은 이전 연구(9)에서 개발된 메디언 

필터링(median filtering), 영상 이진화(binarization), 팽

창(dilation) 및 침식(erosion) 연산을 순차적으로 적

용하였다. 반복실험에서 화염경계면의 형상이 항상 

일정하지는 않지만 방전 에너지에 따른 경계면의 

크기 및 일그러진 정도는 비슷하였다. Fig. 3 의 결

과에서 화염 경계면은 방전 에너지에 따라 같이 증

가되면서 찌그러지며, 이는 구부러진 점화원 핵과 

관련된다. 수평방향으로의 전파하는 측면의 화염 

전면의 팁(tips)을 고려할 때 E1 및 E2보다 높은 방

전 에너지를 가지는 E3 의 경우 보다 넓은 범위의 

화염 전면 팁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에너지 증가에 따라 화염장 자체가 수직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방전 에너지가 

증가할 때 전파하는 화염의 화염경계에서의 접선 

방향의 미연소 가스의 속도가 크게 나타났다. 이는 

보다 빠른 초기화염을 형성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3.2 화염전파 및 폭발압력 거동 영향 

Fig. 4 는 정전기 방전 에너지별(E1, E2 및 E3) 

장애물 장애물 주위에서의 시간에 따른 화염거동  

10 

ms    

15 

ms   

20 

ms  

25 

ms 

30 

ms 

 (a) E 1 (b) E 2 (c) E 3 
Fig. 4 Sequences of images during the flame propagation 

around the obstacle for three different ignition 

energies: (a) E1, (b) E2 and (c) E3, respectively 

 

이미지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연속적인 장애물 

주변 국부 화염이미지는 점화 후 10 ms 에서 30 

ms 의 시간에서 5 ms 간격으로 얻어진 것이다. Fig. 

5 는 방전 에너지별 시간에 화염속도의 변화를 나

타낸 것이다. 여기서 화염속도는 챔버내의 점화원 

전극으로부터 점화되어 전파되는 화염 전면의 팁

이 이동한 거리를 1 ms 단위로 나누어 계산하였으

며, 화염속도에서의 표준편차는 5% 이하이다. 

화염은 점화 후 t < 15 ms 까지는 약 5 m/s의 층류 

화염속도를 가지고 장애물 방향으로 전파한다. 이 

후 장애물 방향으로 전파하는 화염 전면은 장애물 

전면(점화원 방향) 중앙의 정체점(stagnation point)에 

도달하게 된다. 이로 인해 화염 전면의 중앙이 오목

해지기 시작하고, 화염중앙의 오목한 면이 장애물 

모서리 바깥쪽으로 멀어질수록 더욱 오목해진다. 이 

과정을 Fig. 5에서 “concave flame front” 영역으로 정

의하였으며, 이 영역에서 화염전파속도는 천천히 감

소하게 된다. 이 과정은 정전기 방전 에너지에 따라

서 점화 후 16 ms 에서 20 ms 사이에서 발생하였다. 

이 영역에 화염 전면이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은 3

가지 서로 다른 정전기 방전 에너지에 따라 2 ms의 

시간차가 발생하였으며, 에너지가 증가할 수록 도달

시간이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Fig. 3에서 보여

지는 바와 같이 초기에 생성된 점화원 핵의 크기가 

방전 에너지의 크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화염 전면이 장애물 중앙의 정체점을 지나 장애

물의 모서리와 상호작용할 때 화염전파속도는 천

천히 증가하게 되고, 장애물과 챔버 내벽 사이의 

좁은 공간으로 인해 미연소가스의 유속이 빨라 짐

으로 인해 전파되는 화염 전면의 전파속도는 급속

히 증가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화염속도는 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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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3 The flow velocity field patterns and corresponding 

flow streamlines around the electrodes at t = 5 ms 

after ignition for three different ignition energies : 

E1, E2 and E3 (a) flow velocity field patterns and 

(b) flow stream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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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Variations of the flame speed as a function of time 

for E1, E2 and E3 

 

기 에너지에 관계없이 약 20 m/s 에 도달한다. 초

기화염에서 생긴 에너지에 따른 화염 발달의 시간

차는 이 과정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볼 

수 있고, 이 과정은 Fig. 5 에서 “initial flame 

acceleration” 영역으로 정의하였다. “initial flame 

acceleration” 영역에서 화염은 장애물과 챔버 내벽 

사이로 두 갈래로 나뉘어져 발달하게 되며, 2 개의 

화염 전면은 장애물 후면에서 형성된 미연소 가스

의 와류가 상호작용하게 된다. 이 와류와의 상호

작용 동안 화염속도는 정전기 에너지에 상관없이 

약 14 m/s 까지 감소된다. 이 과정은 점화 후 19 

ms 에서 23 ms 사이에 일어나며, Fig. 5에서 “flame 

deceleration” 영역으로 정의하였다. 이 후 두 갈래

로 분리된 화염 전면은 다시 합쳐지면서 장애물 

후류에 형성된 난류와 상호작용하게 된다. 이 상

호작용 동안 화염은 난류화염으로 전환되면서 계

속적으로 연소속도를 증가시켜 화염속도는 급격히 

증가하게 되며 이 과정을 Fig. 5에서 “second flame 

acceleration”으로 정의하였다. 이 과정동안 챔버 내 

폭발압력 또한 급속히 증가하게 된다.  

Fig. 6 은 방전 에너지별 시간에 따른 폭발압력 

거동을 나타낸 것이다. Fig. 6 을 보면 전파하는 2

개의 화염 전면이 폭발챔버 내 장애물 후류에서 

재결합(reconnection) 되는 시간이 E3 인 경우 약 

24 ms, E2 는 26 ms 그리고 E1 은 28 ms 에서부터 

압력은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하고, 화염의 “second 

flame acceleration” 단계를 거치면서 폭발압력은 급

속히 증가하였다. 그리고 화염이 폭발챔버 내에 

2/3 이상 전파되었을 때 최대 압력이 발생하고, 이 

압력에 도달하였을 때 폭발챔버 개구부에 밀폐시

킨 랩이 파열되면서 폭발압력은 급속히 감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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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Pressure-time histories by three different electrostatic 

discharge energies 

 

시작하였다. 폭발압력 곡선 상에 최대 폭발 압력

은 방전 에너지에 상관없이 약 80 mbar 정도로 유

사하나, 최대 폭발압력에 도달되는데 걸린 시간을 

보면 E3인 경우 40.5 ms, E2는 49.5 ms 그리고 E1

은 55.5 ms 로 방전 에너지가 증가할수록 피크압 

도달시간이 빠르게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앞에서 기술한 화염속도의 결과와 유사하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고속 PIV 시스템을 적용하여 

3개의 서로 다른 정전기 방전 에너지의 크기(E1 = 

0.56 mJ, E2 = 52.87 mJ, E3 = 112.5 mJ)에 따른 폭발 

챔버 안에서의 초기화염 및 화염전파 거동 특성을 

조사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정전기 방전 에너지가 증가할수록 점화원 핵의 

형태가 더욱 선명해지고 크기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방전 에너지가 작은 경우 초기 

화염이 거의 구형의 형태로 전파하지만, 방전 

에너지가 큰 경우 점화원 핵이 구부러지면서 점화원 

전극 주위의 초기 화염의 일그러짐 (distortion)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초기 화염의 일그러짐 정도는 정전기 방전 

에너지가 증가할수록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화염 

경계면에서의 미연소가스의 접선방향 속도 및 

미연소가스 속도장은 증가하였다. 이는 보다 빠른 

초기화염의 형성과 관련된다.  

(3) 점화 후 장애물 표면을 향하는 전파되는 초기 

화염 전면은 층류화염 속도를 가지고 전파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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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화염 전면은 장애물 표면에 도달하기 전에 

장애물 중앙의 정체점에서 오목해지기 시작한다. 

방전 에너지가 증가할수록 초기 화염거동은 빠르게 

진행되고, 방전 에너지별로 약 2 ms 의 시간 간격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방전 에너지에 

관계없이 시간에 따른 화염속도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4) 폭발압력은 방전 에너지에 상관없이 유사하나, 

방전 에너지가 증가할수록 최대 폭발압력에 

도달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화염속도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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