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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가스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대량수요처에 대한 위험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

이다. 본 연구에서는 LPG저장탱크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고려한 저장탱크를 파악하기 위하여 TRIZ 기
법을 활용하였다. 지상형은 화염 등에 의한 위험성이 높으며, 지하매몰형은 부식 등에 의한 경제적 손

실이 크다. 따라서 지상형과 매몰형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6SC(6 Step Creativity)을 응용하였

으며, 그 결과 지하격납형을 도출하였다.

1. 서론

20세기 최고의 발명품으로 알려진 자동차는 인간

의 편리성을 위하여 매우 유용한 도구이다. 이러한

자동차를 운용하기 위한 연료원이 최근엔 가스로 조

금씩 전향되고 있어, LPgas는 운수용으로 사용하는

양이 8.4%씩 증가하고 있다.[1] 또한 가스의 수요증

가와 함께 안전사고도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으며,

대단위 저장시설에서의 사고는 사회적 피해가 심각

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LPG충전시설에서의 사고

는 1998년에 발생한 익산충전소(UVCE)와 부천충전

소(BLEVE)가 대표적이며,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

손실을 초래하였다.[2～5]

현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

칙 제8조[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등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장탱크의 설치

는 지상형 및 지하매몰형으로 규정되어 있다.[6] 하

지만 현행 법규정에 의해 설치된 저장탱크는 여전히

지상형은 안전성에 노출되어 있으며, 지하매몰형은

부식 등에 의한 위험성과 경제성이 취약하다.[7] 따

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지상형과 지하매몰형의

위험성과 경제성에 대하여 TRIZ 기법[8,9](실용트리

즈 6단계)을 활용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고자한다.

2. 이론

트리즈는 모순을 이상적인 설계가 되도록 혁신 프

로세스를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으로, 누구라도 쉽게

창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1

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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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pplication of 6SC method.

실용트리즈의 6단계는 Fig. 1과 같이, 1)그림으로

표현, 2)시스템의 기능분석, 3)이상해결책, 4)모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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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원리, 5)요소-상호작용, 6)해결책과 평가 단계를

거치면서 창의성을 하나씩 적용하여, 각 원리에서

문제해결에 대한 다른 해결방법을 찾아봄으로써 좀

더 창의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14]

3. 6SC 적용 및 평가

지상형과 지하매몰형 LPG저장탱크의 문제점을

6SC를 적용하여 단계별로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아

보았다.

3-1. 그림으로 표현

사람의 생각을 구체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림이나 도표 등을 이용하는 것이며, 그림으로 표현

하면 문제의 상황을 쉽게 분석하고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15]

Fig. 2 The form of existing storage tank

기존의 LPG저장탱크는 Fig. 2와 같이 지상형은

화염에 노출되면 폭발의 위험이 있으며, 지하매몰형

은 부식 등으로 폭발에 대한 안전성은 확보되었으나

경제적 손실이 발생된다.

3-2. 시스템의 기능분석

시스템의 기능분석은 해결해야 할 기술과제가 복

잡하게 얽혀있거나 문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특히 복잡한 시스템의 부품이나

모듈들의 모순 관계를 도식적으로 나타내는데 유용

하다. Fig. 3은 지상형과 매몰형 저장탱크의 문제점

과 모순관계를 도식한 것이다.

3-3. 이상해결책

이상성(ideality)은 유용한 기능들의 합을 유해한

기능들의 합으로 나눈 값이라고 정의한다. 모든 시

스템은 유용한 결과와 유해한 결과를 동시에 유발시

키는 기능들을 수행하며, 유용한 기능은 시스템에서

원하는 모든 기능이고 유해한 기능이란 시스템의 비

용, 공간, 각종 공해, 에너지 소모같이 시스템이 유

발시키는 원하지 않는 결과를 말한다. 이상해결책

(IFR : Ideal Final Result)은 문제에 대한 고정 관념

을 벗어나는 좋은 방법론으로 이상적인 시스템은 요

구되는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존재하지 않는 시스템

인 것이다.[16,17]

Fig. 3 Function analysis of the system.
3-4. 모순과 분리원리

모순은 트리즈의 중요한 개념 중의 하나로서, 시

스템의 어느 한 특성을 개선하고자 하면 그 시스템

의 다른 특성이 악화되는 상황을 말하며, 트리즈의

모순에는 기술적 모순과 물리적 모순의 두 가지가

있다. 여기서는 실용성이 높은 ‘물리적 모순’을 해결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였다.

저장탱크는 가스를 저장하기 위하여 있어야 하고

안전성을 위해서는 저장탱크는 없어야 한다.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저장탱크는 화재로 인한 폭

발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지상에는 없어야 하고, 지

하 매몰하여 설치되어 있는 저장탱크는 부식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므로 매몰하여서는 안 된

다. 따라서 저장탱크는 지상에는 없어야 하고, 매몰

하여서도 안 된다.

Fig. 4 Elements-Interaction.
3-5. 요소상호작용

요소-상호작용은 문제를 일으키는 각 요소의 성질

을 깊이 있게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이며,

잘 활용하면 기존의 기술과는 다른 새로운 신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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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을 가능성이 높다. Fig. 4는 지상형과 매몰형 저장

탱크의 요소-상호작용에 대한 요소들이다.

3-6. 해결책과 평가

6SC의 5단계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해결책을 최종적으로 선택하고 평가하는 단계

이다.

Fig. 5 The form of improving storage tank
Fig. 5는 Fig.2의 문제점을 상충 보완한 최적화된

형태로서 지상형의 문제점은 화기에 노출될 위험성

을 배제하였으며, 지하매몰형의 부식에 대한 위험성

과 외피검사에 대한 경제성 문제를 모두 해결한 모

습을 볼 수 있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LPG저장탱크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실용트리즈 6단계를 실시하였다. 6SC를 이용하여 안

전성과 경제성의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된다.

1. 현행 법 규정에 의한 지상형 보다 안전거리를

줄일 수 있어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며, 안전관

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겠다.

2. 지하매몰형에 대한 외피검사 등으로 인한 경제

적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부식에 대한

위험성을 배제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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