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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수소자동차 보급의 확대로 수소충전소의 설치가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소충전소의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피해규모를 예측하고 보다 안전한 설계형태를 제안하고자 한다. 

피해규모 예측 방법은 전산유체역학(CFD)을 이용한 Flacs solver를 사용하였으며 이전 연구자의 실험 결과와 
비교하여 정확성을 검증하였다. 피해규모 예측은 수소누출과 폭발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예측 대상은 실측
치를 기반으로 한 KR model로 하였다. 그리고 비교검토 모델로는 천정이 없는 형태인 Roofless model을 선정
하였다. 두 모델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KR model에서는 내부가 60 vol% 이상까지 수소가스가 누적·체류되는 
현상을 확인 할 수 있었던 반면, Roofless model의 경우에는 누출 후 벽면을 타고 충전소 외부로 방출·확산되
는 현상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국내에 표준모델로 보급ㆍ확산되고 있는 수소충전소 모델보다는 
천정이 없는 수소 충전소 형태가 안전상 유리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Abstract - Because of the recent expansion of hydrogen vehicle supply, the installation of hydrogen filling 

station is expected to gradually expand. This study attempts to predict the damage scale and propose a safer de-

sign form based on the scenario that assumes the worst case of a hydrogen station. A Flacs solver using compu-

tational fluid dynamics (CFD) was used to predict the damage scale, and the accuracy was verified by compar-

ing it with the experimental results of previous researchers. The damage scale prediction was conducted for hy-

drogen leakage and explosion, and the prediction target was the KR model based on the measured values. And 

as a comparative review model, a roofless model was selected without a ceiling.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two models, it was possible to confirm the accumulation and retention of hydrogen gas up to 60 vol% or more 

in the KR model, whereas in the case of the Roofless model, the phenomenon of discharge and diffusion to the 

outside of the charging station by riding the wall after leakage. I was able to check. In conclusion, it was re-

viewed that the type of hydrogen charging station without ceiling is more advantageous for safety than the hy-

drogen filling st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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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2015년 도요타의 미라이 모델이 세계 최초의 연료

전지 전용 자동차 상용모델로 판매되기 시작하면서 
2016년 혼다의 클레리티, 2018년 현대자동차의 넥쏘
가 연이어 출시되며 수소자동차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런 연료전지 기반의 자동차는 지구온난화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
는 이점 때문에 다양한 정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반면, 화석연료 기반 자동차와 비교했을 때 주행거리, 

충전시간과 같은 성능상의 큰 결점이 없어 향후 지속
적으로 확대 보급 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전망과는 반대로 연료전지 자동차의 실
질 판매량은 저조한 것이 사실이다. 현대자동차 넥쏘
의 경우 2018년 2월 한국에서 출시 이후 2018년 12월
까지 727대에 그쳤다[1]. 한국 자동차 시장 규모가 약 
180만대 수준임을 고려하면 약 0.04% 시장 점유율을 
나타냈다. 미국 또한 한국시장과 큰 차이가 없는 현실
이다. 도요타 미라이는 2017년도에는 1,838대, 2018

년도에는 1,700대가 판매되었다[2]. 미국 자동차 시장 
규모가 약 1,400만대 수준임을 고려하면 약 0.01% 수
준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는 데 그치고 있다. 

연료전지 자동차의 다양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
처럼 낮은 시장 점유율을 보이는 가장 큰 원인은 수소
충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부족이라는 분석결과 및 의
견이 지배적이다[3]. 이런 이유로 한국 정부에서는 
2015년 5개 부처 합동으로 제3차 환경 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기본계획에서 처음으로 수소충전소 보
급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였고, 2016년 최종 수정된 
로드맵에 의하면 2020년까지 수소충전소 100기 보급
을 목표로 제시하는 등 연료전지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2017년 8
월 기준으로 한국에서는 25기의 수소충전소가 운영 
및 건설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
다[4]. 하지만 이런 수소충전소의 급격한 확대 설치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몇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기술적 측면에서는 안전성 확보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는 한다. 그것은 1차적
으로는 수소 자체의 강한 폭발성·인화성 때문에 야기
된 문제이다. 수소의 폭발범위가 4 ∼ 75 vol% 수준으
로 보고되고 있어 인화성가스 중 가장 넓은 폭발범위
를 가지고 있으며, 최소 점화에너지 또한 0.018 mJ 이
하로 보고되고 있어 사실상 인화성가스 중 가장 인화
성이 강한 물질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이런 데이터
는 SATP(Standard Ambient Temperature and Pressure)

를 기준으로 하므로 가압하게 되면 수소의 폭발성 및 

인화성은 더욱 강해지게 된다. 반면 현행 수소충전설
비는 액화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 압축된 수소를 충전하게 되는데, 차량의 저장탱크 
기준으로 과거 35 MPa가 적용되었으나, 앞서 소개한 
연료전지 자동차 모델은 70 MPa를 적용하고 있으며, 

주행거리 향상을 위해 저장압력은 더욱 올라갈 전망
이다. 따라서 인화성이 강한 물질을 고압으로 사용하
는 만큼 기술상의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런 안전성 확보를 위해 그 동안 많은 노력이 있어
왔다. 그 결과 NFPA2(Hydrogen technology code), 

NFPA55(Compressed gases and cryogenic fluids code), 

ISO/TC197(Hydrogen fueling station)이 제·개정되며 
기술기준의 표준화작업이 진행되었다[5]. 그리고 이
런 기술기준 표준화 작업과 더불어 다양한 위험성평
가 기법을 이용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일부를 소개하
자면 휘발유-수소 복합 충전소에서 대한 HAZID 

(Hazard identification study)가 수행되어 복합시설물
에서의 여러 사고 시나리오(Scenario)들이 검토되었
다[6]. 또한 차량 충전압력을 70 MPa로 하는 수소충전
소에 대해 HAZOP(Hazard and operability study)과 
FMEA(Failure mode effect analysis)기법을 이용한 위
험성평가가 진행되었다[7]. 이런 위험성평가 결과, 다
양한 위험성과 그에 대한 대안이 제시되었다. 하지만 
사실상 많은 이들이 가장 궁금해 할 부분은 최악의 상
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가 무엇인지 일 것이다. 이
런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양한 규모·크기(Scale)

에서 실험이 진행되었지만, 최근 한국에 주로 설치되
고 있는 수소충전소 모델에 대한 분석은 아직 진행되
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한국에 주로 설
치되고 있는 모델에 대해서 수소 누출 시 가스운(Gas 

cloud)이 형성되는 정도, 그리고 이 결과를 기초로 폭
발이 발생했을 때의 피해 정도에 대해 분석해보기로 
하였다. 그리고 이런 분석결과를 토대로 보다 개선된 
형태의 수소충전소 모델을 제시 하였다.

1.2. 연구방법
수소충전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

를 작성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는 현재 수소 마켓의 구
성과 전망에 대해서 소취급 방법에 따른 경제성 분석,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향후 수소충전소의 방식
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었다. 수소 충전 방식이 결정됨
에 따라 수소충전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가스 
누출상황을 예상할 수 있었다. 그 결과 명확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수립할 수 있었고, 이때의 피해 상황 분석
을 위해 CFD(Computational fluid dynamics) 방법을 
이용하였다. 이런 CFD를 이용한 분석 방법은 
Geometry의 특성, 다시 말해 건축물의 구성형태,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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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diagram for a hydrogen filling 

station.

Fig. 2. Hydrogen filling station model.

의 배치 형태 등을 고려할 수 있는 Consequences anal-

ysis 방법으로, 특히 Geometry가 다른 비교 대상이 있
을 경우 더없이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
서, 기존의 수소충전소 모델을 검토하고 보다 개선된 
모델을 제시하기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는 판단하
에 CFD를 이용하였다.

II. 수소충전시스템

2.1. 수소 충전 시스템 설계
수소 충전 시스템은 수소공급 방식에 따라서 수소

공급압력이 달라지고, 수소공급압력에 따라 Compre-

ssor를 선택하게되고, 이에 따른 저장탱크 설계압력 
등이 결정되게 된다. 그 외 수소충전 시스템의 설계요
소를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충전소의 규모이다. 수소
충전소가 대규모 설비라면 다양한 제조사의 Compre-

ssor를 고려하여 최적화 설계가 가능하다. 반대로 현
재 설치된 일일 40 ~ 50대 수준의 충전소라면 Com-

pressor 한기로 다양한 조건의 Suction pressure에서 수
소충전을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결국 이런 조건
을 만족할 수 있는 Compressor 제품은 많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결론적으로 수소공급방식을 결정하고 Com-

pressor 제조사를 결정하는 순간 그 외의 설계요소들
은 대부분 결정되게 되며 현재는 Modular plant와 같
은 형태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러한 방식의 수소충전 
시스템은 Cascade 방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무엇보
다 Compressor의 pressure ratio 제약 때문에 한 개의 
Compressor로 다양한 압력을 소화하기 위한 가장 효
율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Cascade방식 수
소충전 시스템은 크게 Tube storage tanks, Compre-

ssor, Control panel, Dispensers, Cooling devices, 

Utilities 6가지로 구분되어 진다. Tube storage tank는 
Tube trailer tank - LP(Low pressure) - MP(Medium 

pressure) - HP(High pressure)tank로 구성된다. 최근 
한국에 설치된 수소충전소들은 MP tank가 없이 LP-

HP tank로만 구성하여 건설되었다. 결국 Compressor

의 Performance range에 따라서 LP-MP-HP tank로 구
성되거나 LP-HP tank로 구성되게 된다. 이런 시스템
에서의 Design pressure를 보자면 LP는 대략 45 MPa 

∼ 55 MPa, HP는 95 MPa ∼ 1,05 MPa로 설계된다. 

Compressor는 Inverter가 설치된 Diaphragm type이 설
치되고 Control panel은 운전상의 Priority를 자동으로 
조정해주는 역할을 한다. Cooing device는 Air cooler

와 Chiller로 구성되게 되는데 Air cooler는 Pre-cooler

로써의 역할을 하게 되고 Chiller는 차량에서의 수소
충전 압력조건이 70 MPa, 15 ℃이므로 감압과정에서 
발생하는 Joule-Thomson effect로 인한 열량 제거를 

위해서 이용된다. 그 외 Purge 용도로 사용되는 질소
와 같은 Utility systems로 구성된다. Fig. 1에서는 
Cascade 방식 수소충전 시스템을 도식화하였다. 이는 
Schematic diagram으로 대략적인 Stream에 대해서 표
기하였고, 설계압력등 주요 수치는 수소충전소 마다 
차이가 있는 부분으로 대략적인 수치를 기록하였다.

2.2. KR model
튜브트레일러 공급방식과 Cascade 압축시스템이 

조합된 수소충전소는 한국에서는 Fig. 2와 같이 LPG

충전소와 더불어 복합가스충전소의 형태로 자리 잡
아가고 있다.

이런 복합가스충전소의 경우 LPG 저장탱크는 안
전성을 위해 지하에 설치되고 Dispenser와 사무실만 
지상에 설치되는 사례가 많으며 주로 그 인근 부지에 
수소충전소를 건설하는 형태이다. 따라서 인근에 다
른 상가나 주거지가 있는 경우 방호벽 설치로 폭발 피
해를 예방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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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chematic diagram for accident cases.

수소충전저장시설 건물 자체 외벽은 Louver창이 
설치되어 자연 환기구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3면은 Louver창이 설치되어 있고, 인근 주택가 방향
(-x)은 방호 기능을 위해 완전밀폐된 모델이다. Dis-

penser방향으로 튜브트레일러 출입구가 상시 개방된 
형태로 설치되게 된다. 충전소 내부는 입구에서부터 
압력단계별 저장탱크, Compressor, Priority panel, 

Cooler, Chiller 순서로 배치된다. 규모에 따라서 크기, 

주변 여건에 따라 크기나 Louver창의 배치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한국에 건설된 가장 보편적인 형태의 
수소충전소 모델이다.

2.3. 상부개방식 모델(Roofless model)
수소와 공기의 밀도비는 온도 압력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10 vol% 이하이다. 이는 누출시 상부로 확산되
는 경향이 강하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상
부 개방식으로 수소충전소를 운용하는 것이 더욱 유
리할 수 있다는 가설이 성립된다. 뿐만 아니라 천정부
와 Louver창은 난류를 형성시킬 수 있는 Confinement

로 작용할 수 있어 보다 폭발시 보다 큰 Overpressure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상부 개방식 수소충전소 모
델(Roofless model)과 Louver창을 이용한 자연환기 기
반 수소충전소 모델(KR model)간의 비교 검토를 통해 
보다 개선된 충전소 모델을 검토하고자 한다. KR 

model은 4 m 높이의 벽면과 3 m 높이의 Louver창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Roofless model은 7 m 높이의 벽
면으로 둘러싸인 형태로 구성하였다.

III. 사고 시나리오

3.1. 시나리오 설정
수소충전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시나리오는 

충전소 공정 내부에서 발생하는 문제부터 Dispenser

와 연료전지차량간의 연결, Tube trailer와 충전설비와
의 연결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부식과 같
은 노후로 인한 기계적인 결함 등 수 없이 많은 경우가 
있다. 이런 광범위한 시나리오를 하나하나 검토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Safety factor가 반영된 설계
기준으로 설계를 하고 있고 HAZID, HAZOP, FMEA 

등 다양한 위험성 평가 방법을 이용하여 그 위험성을 
검토하려는 노력이 있어왔다. 하지만 수소충전소에 
대한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라면 그 어떤 
문제점보다 최악의 시나리오로 인한 피해가 무엇인
지에 대해 가장 큰 의문을 가질 것이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검토하고 보다 
안전한 설계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수소충전소에서의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하면 수

소가 가지고 있는 인화성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한
다. 이런 수소의 인화성 때문에 공정 외부로 누출되는 
경우 폭발 분위기를 형성하게 된다. 그리고는 점화원 
또는 Self-ignition으로 인해 화재나 폭발로 이어진다. 

이때의 화재 ·폭발로부터 기인한 Thermal radiation, 

Over pressure 등으로 인명 ·재산 피해로 이어지게 된
다. 그리고 이런 피해영향은 누출 후에 화재로 이어지
는지 폭발로 이어지는지에 따라서 그 피해 규모와 피
해형태가 달라진다. Fig. 3에서는 상황에 따른 시나리
오를 도식화하였다. 우선 수소가 외부로 누출되는 경
우에는 누출과 동시에 점화 여부에 따라서 그 피해형
태와 영향이 달라진다. 기존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수
소의 Self-ignition 현상은 유체 Turbulence의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으나 사실상 확률적으로 작용하게 된
다[8]. 다시 말해 누출 시 점화가 될 수도 있지만, 점화
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누출 시 즉각 
Self-ignition으로 점화가 된다면 Jet fire로 이어지겠지
만, 점화가 되지 않을 경우 확산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렇게 확산된 수소는 Gas cloud의 Built up여부에 따
라서 Explosive gas cloud를 형성 할 수도 있고 아닐 수
도 있다. 그리고 Built up으로 인해 Explosive gas cloud

가 형성된다면 Gas cloud의 크기, Equivalence ratio, Geo-

metry의 영향에 따라서 폭발로 인한 피해 정도가 결정
된다. 따라서 피해영향 평가를 위해서는 KR model과 
Roofless model에 대한 Gas cloud가 Built up 정도에 대
한 분석이 우선 수행되어야 한다.

Table 1에서는 각 시나리오에 대한 Independent 

variables와 Dependent variables를 정의하였다. Depen-

dent variables는 특정 형태의 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형태를 의미하고, Independent variables는 
피해형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의미한다. 물론 

Table 1상의 Independent variables만이 영향을 미치는 
요소 전부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악의 시나
리오 조건을 고려한다면 그 외의 변수들은 사실상 대
부분 결정되거나 미미한 영향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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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Scenario Duration/Sourc

e

Vent condition

Sc. 

A1

Fully 

ruptured pipe 

while 

operating the 

compressors

30 s, 

considering gas 

detectors with 

interlock 

systems

∘ Natural vent

∘ 1 m/s of wind 

velocity

Sc. 

A2

Fully 

ruptured pipe

one of fully 

charged HP 

cylinderical 

tanks

∘ Natural vent

∘ 1 m/s of wind 

velocity

Table 2. Scenario for worst cases.

No. Description Accident 

type

Independen

t variables

Dependent 

variables

Sc. 

A

Gas cloud 

explosion 

with 

delayed 

ignition

Gas 

explosion

·Release 

rate

·Wind 

speed

·Geometry

·Gas blast 

pressure

·Overpress

ure

Sc. 

B

Immediate 

ignition of 

leaked gas

Jet fire ·Release 

rate

·Thermal 

radiation

Table 1. Variables of scenario for worst cases.

사실 Scenario B, Jet fire로 인한 영향에 대해서는 앞
서 실험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가 진행되어 Nozzle di-

ameter에 따른 Flame length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까
지 완료되었다[9]. 따라서 한국의 수소충전소라고 해
도 Geometry의 영향이 없는 Jet fire의 경우에는 무리 
없이 적용할 수 있다. 반면, 확산-폭발(Scenario A)의 
경우는 Geometry의 영향이 크므로 한국 수소충전소 
모델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3.2. 누출·폭발 시나리오
누출 시나리오는 Scenario A1, A2, 두 가지로 구분

하였으며, Scenario A1, A2는 한국의 전형적인 수소충
전소 모델과 Roofless 모델에 대해 누출-확산으로 인
한 영향에 검토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Gas ex-

plosion의 경우에는 Sc. A1, A2의 결과를 기반으로 설
정하고, 폭발로 인한 영향을 검토하는 것으로 설정하
였다. 각 시나리오에 대한 누출 상황은 Table 2와 같이 
설정하였다. 두 가지 누출상황 모두 배관경을 고려하
여 내경 10 mm 크기의 배관이 완전 파손 파손되었을 

때에 대한 것으로, Sc. A1은 Compressor 등 압축설비
가 가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스감지기가 작동되어 
Interlock system이 동작할 때까지를 Leak duration을 
설정하였고, Sc. A2는 설비가 가동되지 않는 상황에
서의 누출로 한 개의 Tube cylinder tank가 모두 누출되
는 것을 Leak duration으로 하였다. 

Ⅳ. 가스 확산 

4.1. 확산 모델
가스확산 현상을 예측하기 위한 모델은 수백미터

이상 가스가 확산되는 대기확산 모델과 건물, 지형과 
같은 Geometry현상을 고려한 전산유체역학을 이용
한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후자 방식을 
통하여 확산 모델을 예측하였다. 전산유체역학(CFD,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방식이라고 하면 비선
형방정식을 Numerical analysis를 통해 Numeric sol-

ution을 도출해내는 방법을 말한다. 그러므로 Numeri-

cal analysis 방법에 따라서, 또 어떤 비선형방정식을 
푸는 문제인가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 

Numerical analysis 방법으로는 대표적으로 FDM(Fi-

nite differential method), FVM(Finite volume method), 

FEM(Finite element method)을 꼽을 수 있다. FDM은 
PDEs(Patial differential equations)를 해결할 수 있는 
형태가 제한적이라 대기확산문제에는 적용할 수 없
는 한계가 있다. FVM은 Control volume을 격자 형태
로 구성하고 이때 Node와 Node간에서 발생하는 변화
량을 Govering equation에 근거하여 해석하는 방법으
로 CFD해석에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격자
구조라는 태생적인 한계 때문에 기본적으로 Solid 형
상을 완벽하게 표현할 수 없는 점과 Unconcerned vol-

ume에 대한 해석을 해야 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
라서 Solid 형상이 복잡하고 급격한 유동 변화가 발생
하는 터보펌프 내부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FEM을 이용한 CFD방법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대
기확산문제는 회전기계류와 같은 복잡한 형상에서의 
급격한 유동변화를 해석하기 위한 문제가 아니므로 
시간·비용 등 해석상의 유용성 때문에 통상적으로 
FVM이 적용되고 있다. 

4.2. Flacs dispersion solver 설명
Flacs solver는 FVM을 이용해서 PDEs 형태의 Gover-

ning equation에 대한 Numeric explicit solution을 도출
해내는 CFD Solver이다. 이때 Node간에서 발생하는 
Properties의 변화는 Reynolds transport theorem에 기
반하는 Governing equation을 통해서 산출하게 된다. 

설명을 더하자면 Flacs solver는 Mass conser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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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Pre-post Geo2flacs

Solver Flacs 2.6.0

Post processing Flowvis 5.10.0

Table 3. Flacs package.Energy conservation을 기본 이론적 배경으로 하고 있
으며, 유동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Continuity equation

을, Momentum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Navier-stokes 

equation을 Governing equation으로 하고 있다. 추가적
으로 난류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κ와 ε으로 구성
된 model을 사용한다. 이때 κequation은 Turbulence 

kinetic energy에 대해서, ε은 Dissipation rate을 반영
하기 위한 Equation이다[13]. 먼저 Mass conservation 

equation은 Reynolds transport theorem으로부터 Fixed 

control volume을 가정하고 Extensive property에 대한 
항, B는 m이 되고, Intensive property항, β는 Volume 

porosity와 Area porosity 항으로 구분되어 다음과 같
이 변형·적용되며, Discretization 방법, 다시 말해서 격
자와 Geometry의 설정에 따라서 β가 결정되게 된다.

(1)

Momentum equation은 기본적으로 Residual prop-

erty와 Body force, Hydrostatic force, Viscous force 

term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Wall과 Sub-grid obstruc-

tion에 대한 Tensor를 별도로 고려하는 특징이 있다.

 

(2)

그 외에는 Transport equation으로 Energy, Mass 

fraction을 Govering Equation으로 하고 있으며, 

Turbulence effect 고려를 위한 κ-εequation은 (3), (4)

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3)

(4)

이런 κ-εequation 기반의 CFD Solver를 RANS

(Reynolds-averaged Navier-Stokes) 방식이라고 한다. 

Equation상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Turbulence에 대한 
효과를 표현하는데 있어서 각 Element상에서의 시간
과 공간에 따른 Property 변화를 (3)과 같이 κ-ε에 따
라서 증감 되도록 고려하고 있다. 따라서 DNS(Direct 

number similation), LES(Large eddy simulation)과 같
은 방식처럼 Turbulence의 거동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시간·비용 등 해석상의 유
용성 때문에 가스확산 현상에 있어서는 RANS를 기
반으로 하는 Solver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본 연
구에서는 Table 3와 같은 Package를 이용하여 진행하
였다.

4.3. 가스폭발 영향 분석
4.3.1. KR model 결과 분석
KR model에 대해 시뮬레이션 결과 수소충전저장

시설 건물 내부에서 국부적으로는 18.43 barg까지 
Overpressure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Fig. 4

와 같이 내부에서는 전반적으로 3 ~ 4 barg까지 압력
이 발생하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Fig. 5은 Blast wave

의 확산과정에 대해 나타낸 것으로 0.5 barg 이상의 압
력에 대해 표현한 것이다. 건물 내부에서 시작된 Blast 

wave가 3면에 설치된 Louver vent와 Tube trailer를 통
해서 점차 확산되어 인근 건물에 0.5 barg이상의 압력
으로 영향을 미치다가 소멸되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Fig. 5에서 알 수 있듯이 인근 건물은 0.5 barg 내외의 
압력파의 영향권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특
히 Tube trailer의 출입구 인근은 2 barg가 넘는 압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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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Overpressure around hydrogen storage buil-

ding.

Fig. 8. Flame for KR model.

Fig. 9. Flame for Roofless model.
Fig. 6. Overpressure for KR model.

Fig. 7. Overpressure for Roofless model.Fig. 4. Overpressure in the hydrogen storage buil-

ding.

영향권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 6은 폭발시 발
생하는 Flame의 영향에 대해서 나타낸 것이다. Flame

역시 Tube trailer 출입구와 Louver vent를 통해서 방출
되게 되는데, 인근 건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특히 Fig. 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Tube 

trailer 출입구로 방출된 Flame은 Dispenser인근 지역
에 직접적인 피해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3.2. Roofless model 결과 분석
Roofless model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수소충전

저장시설 건물 내부에서는 국부적으로 14.20 barg까
지 Overpressure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Fig.6

과 같이 내부에서는 전반적으로 2 barg 미만의 Over-

pressure가 형성되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Fig. 8은 
Blast wave의 확산과정에 대해 나타낸 것으로 0.5 barg 

이상의 압력에 대해 표현한 것이다. 건물 내부에서 시
작된 Blast wave는 상부로만 확산되어 인근 건물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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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단지 좌측
(–x)에 있는 10 m 높이의 Building C의 상부층에는 1 

barg내외의 압력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
었다. Fig. 9는 Flame은 폭발시 발생하는 Flame의 영
향에 대해서 나타낸 것이다. Flame역시 개방된 상부
로 확산되는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인근 건
물에는 Flame으로 인한 직접 피해가 없는 것으로 검
토되었다.

4.3.3. 두가지 모델에 대한 비교
두 가지 모델에 대해서 동일한 조건의 수소가 수소

충전저장시설 건물 내부에서 폭발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이런 영향에 대해서 
검토하기 위한 기준 Properties는 Overpressure와 
Flame으로 이한 직접영향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그 결과 KR model의 경우 Blast wave가 Tube trailer출
입구, Louver vent로 방출되며 인근 건물에는 0.5 barg

이상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Dispen-

ser인근지역은 2 barg이상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
토된 반면, Roofless model의 경우 10 m 높이의 건물에
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Flame의 경우에
도 KR model의 경우 Dispenser인근 지역이 Flame에 
직접 노출되는 반면 Roofless model의 경우 인근 지역
까지는 Flame의 영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Flame이 직접 영향이 미친다는 의미는 Radiation

으로 인한 피해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1,000 K 이상의 
온도에 노출된다는 의미이다. 결과적으로 Roofless 

model이 KR model보다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1차 적으로 한국에서 가장 보편적으
로 적용되고 있는 수소충전소 모델에 대해서 수소가 
누출이 되었을 때를 가정하고, CFD를 이용하여 확산
되는 정도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Explosive gas cloud

는 수소충전저장시설 건물 외부로는 미약하게 누출
되며, 내부에서는 누출 시나리오에 따라 20 vol%에서 
많게는 60 vol% 이상까지 누적될 수 있는 것으로 검토
되었다. 이는 수소가 누출 시 Laminar burning velocity

가 가장 높은 조건에서도 폭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근거로 최악의 농도 조건에서 건물내부에 수소
가 가득 찬 상태에서 폭발할 경우에 대해서도 시뮬레
이션 한 결과 건물 내부에서는 국부적으로 최대 18.43 

barg까지, 전반적으로는 3 ~ 4 barg 정도의 폭발 과압
이 발생하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이때 발생한 폭발 과
압은 Tube trailer의 출입구, Louver vent 등의 Opening

으로 수평 방출되어 인근 건물에까지 0.5 barg 이상의 

폭발 과압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이에 대한 개선 모델로 수소가 공기보다 지극히 가
벼운 점을 이용하고자 Roofless model에 대해 추가적
인 확산·폭발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그 결
과 Roofless 모델에서는 수소 누출 시 Built up이 발생
하지 않고 단지 Jet flow로 인한 Gas cloud를 형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 모델(KR model)에 대한 
시뮬레이션과 동일한 조건에서 폭발 시뮬레이션 한 
결과 역시 상 방향으로 폭발 과압이 해소되는 Roof-

less 모델이 유리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인근 건물에 
대한 폭발 과압으로 인한 피해는 물론이고, KR model

에서는 Tube trailer 출입구로 인해서 Dispenser 전체
가 폭발 Flame의 영향 범위에 들어가게 되는데, 반해
서 Roofless model에서는 이런 피해를 확인할 수 없었
다. 결과적으로 현재 한국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수소충전소 구조 개선을 통해 사고로 인한 피해
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이런 부분은 몇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는 환기조건을 고려한 입
지선정이라고 할 수 있다. Natural vent system을 채택
한 이상, 풍향, 풍속의 영향에 따라서 Ventilation per-

formance가 결정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인근 건물 등
을 고려해 Dead zone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입지 선정이 
필요하다. 둘째는 Tube trailer 출입구 개선이다. 

Dispenser가 출입구와 일직선상에 있지 않더라도 폭
발과압, 폭발Flame은 Dissipation에 의해서 직접 영향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Dispenser인근에는 사람이 있
을 확률이 높으므로 인적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개
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는 Roofless 건물의 
적용이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Roof가 없이도 충분히 
환기 조건을 유지할 수 있음을 확인했고, 피해로 인한 
영향 또한 저감되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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