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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지하격납형 LPG저장탱크에서의 가스누출로 인한 폭발의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

으로, 국내 LPG저장탱크의 설치는 가스관계법에 의하여 지상형과 지하매몰형이 있으며, 지상형은 화

염 등에 의한 위험성이 높으며, 지하매몰형은 부식 등에 의한 경제적 손실이 크다. 따라서 지상형과

지하매몰형의 장점을 취한 지하격납형 LPG저장탱크의 안전성을 통한 법 적용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기본연구이다.

1. 서론

최근 가스의 수요는 에너지 다변화 정책 등으로

해마다 7.3%씩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LPgas는

운수용으로 사용하는 양이 가장 많으며 8.4%씩 증

가하고 있다.[1] 또한 가스의 수요증가와 함께 안전

사고도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으며, 대단위 저장시설

에서의 사고는 사회적 피해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

다. 특히 LPG충전시설에서의 사고는 1998년에 발생

한 익산충전소(UVCE)와 부천충전소(BLEVE)가 대

표적이며,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손실을 초래하였

다.[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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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

지만 현행 법규정에 의해 설치된 저장탱크는 여전히

지상형은 안전성에 노출되어 있으며, 지하매몰형은

부식 등에 의한 위험성과 경제성이 취약하다. 따라

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지상형과 지하매몰형의 단

점을 보완하고 장점만을 취할 수 있는 지하격납형

저장탱크에 대한 설치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기

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이다.

2. 이론

LPG저장시설에서의 대표적인 사고는 Fig. 1과 같

은 누출원과 점화원 등에 의하여 여러 가지 형태로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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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vent Tree Analysis  of  LP Gas Fill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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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LPG저장시설에서의 폭발 사고형태는 증기운

폭발(VCE : Vapor Cloud Explosion)과 비등액체팽

창증기폭발로 대별되며, 증기운폭발은 가연성 가스

가 유출되어 대기중의 공기와 혼합하여 폭발성 증기

운(Vapor Cloud)을 형성하고 이때 착화원에 의하여

화구(Fire Ball)형태로 착화 폭발하는 것을 말한

다.[5]

BLEVE(Boiling liquid expanding vapor explosion

: 沸騰液體膨脹蒸氣爆發)는 용기폭발의 대표적인 사

고로서 액체 혹은 가압하에서 액화된 다량의 물질이

순간적으로 방출되면서 2차 피해를 발생시키게 되는

데, 용기 파열시 용기내 다량의 물질이 폭발적으로

증발하여 Overpressure를 형성하고 파편이 비산하게

된다.

Reid[6]는 액체 가열 현상에 근거하여 BLEVE 현

상에 대해 이론적으로 기술한 바 있으며, BLEVE

는 증기운폭발에 비하여 폭발효율이 적으며, 연소에

너지의 약 20%만 폭풍파로 전환되며, Bisk[7] 등은

모든 BLEVE 시험의 경우에 있어 파손절차는 균열

또는 틈이 용기 벽체에 생성됨으로써 시작되었음을

밝혔다. 또한 Fig. 2에서 보듯이 증기와 공기와의 난

류혼합 또는 방출점으로부터 먼 지점에서의 증기운

점화는 폭발의 충격을 가중시킨다.[8]

Fig. 2 Flame speed vs. distance for centrally and 
edge ignited explosions in a double 
configuration(i.e. solid top plate) with 
obstacles.

Table 1 Explosion limit of important flammable gases in air*

Flammable 
gas

Explosion limit(amount of flammable gas in 
mixture with air)

lower, mol% upper, mol%
Propane 1.7 10.9
n-Butane 1.4 9.3

* The values are valid for room temperature and      
atmospheric pressure

Table 1은 가연성 가스의 폭발범위[9]이며, 대기압

하에서의 조건으로 CHEMSAFE에서 발췌한 것이

다.[10]

탄화수소계 연료의 이론 화학 평형식은 다음과 같

다.[13]

CxHy+a(O2+3.76N2)⇔xCO2+(y/2)H2O+3.76aN2 (1)

여기서, a는 a=x+y/4와 같이 성립된다.

저장탱크가 차지하는 용적은 식(2)로 계산할 수

있다.

 
  




(2)

여기서, V는 용적, d는 탱크지름, l은 탱크동체부

길이이다.

3. BLEVE와 UVCE 가능성 해석

국내에 설치되어 있는 LPG저장탱크는 20Ton 규

모의 저장탱크가 약 1000여개로써 가장 많이 설치되

어 있다. 따라서 저장량 20Ton인 지하격납형 LPG

저장탱크에 대하여 BLEVE와 UVCE의 발생가능성

에 대하여 파악코자 하며, 가스폭발로 인한 피해범

위를 최대로 하기 위하여 가스농도는 양론조성

[14,15]에 가깝게 선정하였다.

3-1. BLEVE 가능성 해석

LPG 저장탱크의 BLEVE 가능성에 대해 외국의

Pilot 탱크 시험 결과 및 BLEVE 발생을 위한 소요

입열량 계산을 이용한 연역적 계산방법을 통해

BLEVE 조건 및 가능성을 정량화한 이승림 등의 연

구[3]에 의하면, 탱크 plate 온도가 600℃이고, 탱크

내부 온도가 53℃일 때 액충전량은 43.68% 이상일

경우에 BLEVE의 발생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지하격납형 LPG저장탱크는 안전관리를 위

한 기본면적만을 갖추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가스의

누출로 인하여 화재 발생 가능성은 희박하다.

3-2. UVCE 가능성 해석

가연성물질의 연소 특성들 가운데 폭발한계는 온

도, 압력, 산소농도, 불활성가스, 화염전파방향 등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최소자연발화온도는 발화원의

종류, 온도, 압력, 농도 등에 영향을 받는다.[16]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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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스폭발은 가연성가스나 증기가 공기와 혼합하

여 기상부분의 용적이 크고, 누출로부터 형성된 가

스운이 폭발범위 안에 존재하지 않거나, 발화원이

부족하다면, 가스운은 희석되거나 대기 중으로 사라

질 것이다.[17]

지하격납형 LPG저장탱크에서 가스누출이 발생하

여 공기와 혼합되어야 폭발이 일어나므로 저장탱크

실의 공간에 폭발이 가능할 가스농도를 계산하면

Table 2와 같다.

Volume

(ton)

Containment

volume(㎥)

Gas Leak Amount(㎏) Coexisting

Concentration

(㎏)

Lower

Explosion

limit

Upper

Explosion

limit

20ton 92 0.129 0.828 0.319

30ton 136.67 0.192 1.229 0.474

Table 2 Gas Leak Amount for Tank Volume

4. 결론

본 연구를 통하여 LPG충전시설 등에 설치되어 있

는 저장량 20Ton의 지하격납형에서 BLEVE와

UVCE 발생가능성에 대하여 탄화수소계 완전연소방

정식을 이용하여 파악하여 보았으며, 연소가능성은

양존농도를 가정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1. BLEVE 가능성은 누설된 양이 연소하한에서

0.129㎏이며, 연소상한은 0.828㎏으로 계산되었으며,

이때 연소로 탱크가열온도 600℃에 미치기는 어렵

다.

2. UVCE 가능성을 최대로 가정하기 위하여 계산

된 양존농도는 0.319㎏로 지하공간에서 연소가능성

은 희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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