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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화염 및 단일 화염 노출 조건에서 복합재료 

용기 표면 온도 변화 비교

*이 재 훈 1), 황 준 호2), 김 영 섭1), **김  효3)

Test Results of Composite Cylinder Surface Temperature change between 
Pool Fire and Single Impinging Jet Flame Exposure Condition

*Jaehun Lee, Junho Hwang, Youngseop Kim, **Hyo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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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탄소섬유강화플라스틱(CFRP:Carbon Fiber Reinforced Plastic)용기의 외
부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함침된 수지(Resin)가 탄화되면서 자체 강도가 약화되고 충
전된 가스가 외부 온도 상승에 따라 압력 상승이 발생하여  용기의 폭발로 이어지는 
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 화염 노출조건에서 복합재료 용기의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기용 밸브에 내장된 온도감응식 압력안전장치(TPRD:Thermally activated 
Pressure Relief Device) 작동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방법으로 화염실험(Bonfire 
test)를 실시하고 있으나, 개방 공간에서 실시되는 이 실험은 표면 온도 변화가 매우 
크게 발생하여 실험에 한 재현성(Reproducibility)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
서, 표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실험 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는 경유+heptane을 이용한 전체 화염에 노출되는 경우와, 천연가스를 이용한 단일화염
에 노출되는 경우의 실험 결과 비교를 통하여 화염 노출 표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
기 위한 가열 방법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복합재료 라이너(Liner)의 온도 변
화 비교를 통하여 집중화염 노출 조건에서 열전달 특성을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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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menclature
:tensile stiffness of burnt material,

:tensile stiffness of unburnt material,

 :original thickness of composite[mm]
:thickness of the char layer[mm]

:experimental constant(8.69×10-8m2s-1)
:total heat-exposure time[sec]
:ignition time[sec]

subscrip
CFRP  : carbon fiber reinforced plastic  
TPRD  : thermally activated pressure relief device
CNG  : compressed natural gas
PAN : poly acrylo nitrile★

1. 서 론

CFRP 용기는 천연가스 및 수소연료전지의 연
료 저장을 위한 매체로 사용되고 있으나, 용기의 
외부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함침된 수지(Resin)
가 탄화되면서 자체 강도가 약화되고, 외부에서 

가해지는 온도 상승에 따라 충전된 가스의 압력
이 상승함으로 인하여 용기의 폭발로 이어지는 
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 용기 표면이 직접 
화염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고체 상태의 복합 재
료가 높은 온도에 의해 기화되는 상변화 과정을 
거치게 되며, 간접 가열 조건에 노출되는 경우보
다 급격한 물성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따
라서, CFRP용기의 표면 온도 변화에 따른 실린더 
라이너의 온도를 측정하여 용기 내부의 압력 상
승 변화량을 추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온도감응식 압력안전장치의 성능시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스의 압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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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량을 측정하였다. 또한, 복합재료 용기의 Dome 
표면이 단일 화염에 노출되었을 때 Liner내부 표
면 온도 변화 측정 실험을 실시 하였다. 이때, 전
체 화염에 노출되는 경우의 실험 결과와 비교를 
통하여 용기 표면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충돌 제트(Impinging Jet Flame) 가열 방식의 타
당성을 검토하였다.

2. 이론

2.1 복합재료 용기의 구성

복합재료를 이용한 천연가스 및 수소저장 용
기 중 Type Ⅲ 는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금속제 
라이너와 수지에 함침시킨 탄소섬유 필라멘트를 
와인딩한 복합 재료로 구성된다.

Fig. 1. A Sectional View of Type Ⅲ CNG 
Cylinder
그림 1은 Type Ⅲ CNG 용기의 절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용기 외피를 구성하는 CFRP로는 T700SC 
계열의 탄소 섬유가 사용된다. CFRP에 사용되는 
탄소 섬유는 92%이상의 탄소로 이루어진 섬유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제조 방법 및 원료에 따라 
PAN팬(Poly Acrylo Nitile)계, 핏치(Pitch)계 
그리고 레이온(Rayon)계 탄소섬유로 구분되어 진
다(1). Matrix인 수지로는 열 경화성 수지인 에폭
시(Epoxy)가 주종을 이룬다. 그리고 용기의 라이
너는 AL 6061-T6 계열의 알루미늄과 34Cr-44Mo 
계열의 강관이 사용된다. 

2.2 화염 노출 조건에서 복합재료 용
기의 물성 변화

복합 재료의 수지가 화염에 노출되면 결합재
의 저 비점 물질 등은 탄화에 의해 휘발되고 최
종적으로 탄소만이 남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많
은 기공이 형성되어 원재료의 물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2). C. Morterra(3)등에 의하면 
페놀 수지를 이용한 복합 재료가 탄화되는 메카
니즘으로 350℃부근에서 Di-Phenol Ether를 형성
하고 Thermal Branching과 가교가
(Cross-Linking) 일어나며, 그 이상의 높은 온도
에서는 Aryl-Aryl Ether를 형성하면서 반응이 진
행 된다고 보고하였다. CNG 용기는 일반적으로 
원주 방향으로 가해지는 높은 압력에 견디는 역
할을 탄소섬유 복합 재료가 흡수하고 내부 라이
너는 가스의 침투(Permeation)를 차단하는 역할
을 하도록 설계된다. 그림 2는 복합재료 표면의 
열적 충격과,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내부 압력의 
변화인 기계적 충격에 의해 복합재료 용기가 파
열되는 메카니즘을 나타내었다.A.P Mouritz와 
Z.Mathys(4), C.P Gardiner et al(5)은 
iso-phthalic polyester에 유리 섬유로 보강된 
복합 재료를 상으로 열 플럭스 25, 50, 75, 

100kW/m2를 가했을 때 복합 재료의 Char두께 변화 
측정을 통하여 다음 과 같은 식을 제안하였다.

    
                   (1)     

또한, Tensile Stiffness ratio의 변화 경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2) 

그림3은 화재 노출 시 Char의 두께 변화 및 
Tensile Stiffness ratio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Fig.2. Schematic of the two-layer fire 
damag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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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 Effect of post-ignition heat 
exposure time on the thickness of the char 
layer and tensile stiffness ratio under 
heat flux : 25, 50, 75, 100kW/m2

 3. 복합재료 용기의 전체화염 노출실험

3.1 목적

복합재료 용기의  TPRD의 작동 성능확인을 위
하여 실시되는 화염실험(Bonfire test)에 사용되
는 가열원은 목재, 경유, LPG(Liquefied 
Petroleum Gas)등으로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다. 
개방공간에서 실시되는 이 실험은 바람 등의 외
부 환경에 의한 영향에 의하여 가열되는 용기 표
면온도의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본 실험은
TPRD와 Cylinder의 인증 조건에 따른 화염온도 
측정을 위하여 수행되었다

3.2 실험장치의 구성
실험에 사용된 시편은 Type Ⅲ CNG용 복합재료

로 제작된 용기를 사용하였다. 온도 측정은 
K-type thermocouple 4개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
며, 장착된 용기용 밸브의 TPRD는 가용금속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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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였으며, TPRD의 작동온도는 105℃이다.그림 
4에 실험장치의 개념도를 나타내었다.

Fig.4. Experimental set-up for bonfire 
test using light-oil + heptane

3.3 실험방법
용기를 98%의 경유 위에  2%의 액체 헵탄을 도

포하여 휘발성을 높였다. 용기와 연료의 간격은 
10cm 를 유지하였고, 화염이 용기밸브, 피팅, 압
력방출장치에 직접 접촉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stainless steel plate를 이용하여  차단하였다. 
165cm의 화염을 용기표면에 직접 가열하였으며, 
용기 표면온도는 용기 밑부분의 25mm 지점에서 4
개의 열전 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때, 열전
 간격은 각각 75cm 를 유지하였다. 화염이 열

전 에 직접 접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5
㎟ 의 금속제 블록에 삽입하였다. 시험 전 질소
를 이용하여 21.96MPa로 가압하였으며 시험시간 
동안 용기의 표면온도 및 용기 내부 압력을 30초 
간격으로 측정하였다. 기온도는 6.9℃이고 용
기의 온도는 21℃로 유지하였다. 

3.4 실험결과

(a)

(b)
Fig.5. Temperature measurement under heat 

flux approximately100kW/m2

그림5는 측정위치에 따라 시간에 따른 용기 표

면온도의 측정결과를 나타내었으며, (a) 위치의 

경우 온도변화 폭이 250℃, (b) 위치의 경우 50

0℃까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4. 복합재료 용기의 단일화염 노출 실험

4.1 목적

복합재료 용기가 화재에 노출되었을 때 TPRD
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
해서는 PRD와 용기의 인증 기준이 실제 화재 발
생 조건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가용금속형 TPRD
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Benchtop  Activation
의 시험 온도는 593 ±11℃(6)이므로 천연가스를 
이용한 단일 화염 노출 실험을 통하여 이 온도와 
유사한 온도 범위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는 용
기 또는 연료공급장치에서 누출되는 가스의 압력 
및 유량을 측정하였다. 또한, 복합재료 용기의 
Dome 표면이 단일 화염에 노출되었을 때 Liner내
부 표면 온도 변화 측정 실험을 실시하였다.

4.2 실험장치의 구성

TPRD의 작동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 장치
로  굴뚝(Chimney) 또는 가스 오븐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열전 를 사용하여 온도를 측정하
도록 하고 있다. 화재 발생 시 화염이 닿는 곳에
서의 온도 변화는 바람 등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온도변화의 폭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Semi-Open Type 가스 오븐 및 공기호흡
기용 Type Ⅲ 용기를 이용하여 단일 화염에 노출
되는 경우 열전 의 위치에 따라 용기 표면 및 
라이너 내부 표면에서 측정된 온도의 차이가 발
생하는 정도를 알아보았다. 천연가스의 소모량 
측정을 위하여 SINAGAWA DC-5모델을 사용하였다
(최 유량 5m3/hr,운전압력 1,000mmH2O). 연소 
노즐 출구 압력은 SENSYS(측정범위,600mmH2O)사 
압력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온도는 17개의 
K-type 열전 를 사용하였다(TMC Corp.). 실험 
data는 NI SCXI 1000 modem과 LabVIEWⓇ를 이용
하여 기록하였다. Semi-Open Type 오븐은 두께 
2mm, 재질은 탄소강으로 제작 되었으며, 크기는 
62cm×44cm×30cm이다. 그림 6에 실험 장치의 개
념을 나타내었다.

Fig. 6. Experimental setup for single 
flame impingement
실험 시편은 외경 161.0mm, 길이 306.0mm인 공

기호흡기용 복합재료용기를 사용하였다. 용기의 
한쪽 Dome 부분을 절단한 길이는 245.0mm이다. 
복합재료의 평균 두께는 6.5mm, 알루미늄 라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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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평균 두께는 3.0mm이다. 

4.3 실험 방법

TPRD의 Benchtop  Activation의 시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천연가스를 사용하였으며 열전
는 용기의 화염시험 규정을 적용하여 직접화염 

또는 간접화염에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0～5번
까지의 6개 센서는 외경25mm2인 금속으로 감싸진 
것을 사용하였다. 특히, 온도센서의 위치에 따라
서 측정되는 온도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0번 
및 1번 센서의 위치는 서로 붙지 않는 범위 내에
서 최 한 밀착하여 고정하였다. 이때 바람 등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열원이 열전  표면을 직접 
가열함으로서 발생하는 복합재료 표면 온도의 측
정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알루미늄 박판을 이용
하여 고정하였다. 가스 공급량을 일정하게 하여 
복합재료 표면에 가해지는 온도 변화를 최소화 
하였다. 주위온도는 28.1℃이다. 

4.4 실험결과
표면 온도가 TPRD의 Benchtop  Activation 온

도에 근접하는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천연가스의 
공급압력은 80mmH2O이고, 공급유량은 139.8~

140.9ℓ/h이며, 이 조건에서  Dome 부분 0번 
센서의 최  온도는 531℃, 1번 센서는 662.6℃
로 측정되었다.노즐 출구에서 생성되는 화염의 
지름은 약 15mm이다. 측정 결과를 그림7에 나타
내었다.

Fig.7. Temperature change of flame 
exposure side and back 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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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8. Liner surface temperature change 
of cylinder length and time

그림 8은 용기의 Dome 부분에 가해지는 열 플
럭스가 축 방향으로 전달되면서 나타나는 온도 

변화를 기록하였다. 화염과 인접한 실린더 내부 
표면의 온도가 축 방향으로 전달되면서 온도가 
서서히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집중화
염 노출 상황에서 용기의 Dome부분의 표면 온도
와 Dome과 멀리 떨어진 부분의 온도차가 약 45
0℃이상 발생하더라도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열
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즉, 온도
감응식 압력안전장치와 멀리 떨어진 부분에서 화
재가 발생할 경우 용기가 폭발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복합재료와 알루미늄라이너로 구성된 공기
호흡기용 용기의 국부 가열 실험에서 두께 차이
가 16.5cm에서 표면 가열 온도가 662.6℃일 때 
알루미늄 라이너의 최  내부 표면 온도는 271.
6℃이고 온도 차이는 391℃였다. 또한 가열 부분
과 148㎝ 부분의 온도는 191.9℃로 470.7℃의 온
도 편차를 보였다.

5. 결 론

복합재료 용기가 전체화염에 노출되는 실험방
법 중 pool fire 방식의 경우 용기 표면 온도 변
화가 250∼500℃까지 발생하여 실험의 재현성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었다. 노즐을 이용한 
Impinging jet flame의 경우 상 적으로 일정한 
표면 온도의 제어가 가능함을 알 수 있었으며, 
복합재료 용기에 장착되는 TPRD의 Benchtop  
Activation 온도에 근접하는 온도를 유지하기 위
한 천연가스의 공급 압력은  80mmH2O이고, 공급
유량은 139.8~140.9ℓ/h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직접 가열 부분과 148㎝ 부분의 온도 차이가 
470.7℃로 국부 가열 부분과 멀어질수록 온도 편
차가 급격하게 발생하여 가열 부분의 복합재료가 
연소점에 이르더라도 가열 부분과 일정 거리 이
상 이격된 부분의 온도 변화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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