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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기상태 실내공간에서의 화학작용제 확산 모델링 연구

A Study on the Chemical Warfare Agents Dispersion Modelling 

in a Naturally Ventilated Indoo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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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response methods to minimize the damage from chemical 

terrorism in a naturally ventilated indoor system using several types of dispersion simulations. Three 

chemical warfare agents such as sarin(GB), phosgene and chlorine gas which have high potential to be 

used in terror or to be involved with accidents were selected in this simulation. Fire dynamic simulation 

based on Large Eddy Simulation which is effective because of less computational effort and detailed 

expression of the dispersion flow was adopted to describe the dispersion behavior of these agents. When 

the vent speed is 0.005m/s, the heights of 0.1 agent mass fraction are 0.9m for sarin, 1.0m for phosgene 

and 1.1m for chlorine gas, and the maximum mass fraction are 0.27 for all three agents. However, when 

the vent speed is increased to 0.05m/s, the heights of 0.1 agent mass fraction become 1.6m for all three 

agents and maximum mass fraction inside the room increase to 0.70 for sarin, 0.58 for phosgene and 0.53 

for chlorine gas. It is shown that molecular weight of the agents has an important role for dispersion, 

and it is important to install ventilation system with height less than 1.6m to minimize the damage from 

chemical toxicity.

주요기술용어(주제어) : Large Eddy Simulation(LES, 와동모사), Direct Numerical Simulation(DNS, 직  수치모

사), Fire Dynamic Simulation(FDS), Chemical Warfare Agent

1. 머리말

  화생테러에 한 최 의 응방안은 테러발생 자체

를 사 에 억제하는 것이나, 사용가능한 화생무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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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테러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화생테러 발생

가능성을 원천 으로 쇄하는 것은 실질 으로 불가

능하다. 한 화생테러는 소량으로도 막 한 인명 피

해  사회  혼란을 유발시킬 수 있다. 따라서 발생 

가능성이 높은 화생테러 시나리오를 선정하고 이에 

한 우리의 비  취약 을 사  분석하여 화생테

러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한 응체계를 수

립하는 것이 요구된다. 특히, 철(역) 등의 교통 

수단 는 공공건물 내부에서 화생테러가 발생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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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닫힌 공간이라는 특징으로 인해 독성물질의 체류

시간이 길어 인체에 한 노출효과가 크고 공간 구성

의 복잡성과 많은 인구의 집으로 인해 피해를 최소

화하기 한 비상 응행동에 큰 어려움이 상된다. 

따라서 폐쇄 공간 내의 화생테러 발생에 효과 으로 

응하기 해서는 험물질의 시간에 따른 거동  

확산량을 정확하게 측하여 실제 테러 발생시 기 

응  사고 진압에 따른 측결과를 용하는 연구

가 필요하다. 그러나 테러가스가 고 도 가스인데, 고

도 가스의 확산에 한 국내외의 기존 연구는 실외

공간에 해서만 효과 으로 용될 수 있는 비교  

단순한 모델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테러 응용이 아

닌 산업분야의 화학물질사고 응 모델이 주를 이루

고 있다[1～7]. 군용 화생방모델은 미국 DTRA(Defense 

Threat Reduction Agency) 주 으로 이루어지고 있

으며 표 인 모델이 HPAC, VLSTRACK, CATS 

등이 있지만 이것들도 실내용이 아닌 실외용이다[8,9].

  테러가 우려되는 지하철역, 폐된 건물 내부 등과 

같은 공간에 한 화생 테러 피해정도를 실질 으로 

측, 평가  분석하는 것이 요하나 여기에 해

서는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실

이다. 건물/지하의 구조에 따른 공기흐름에 한 연

구를 바탕으로 화생테러 발생에 비하여 화생무기의 

확산을 합리 으로 평가함으로써, 신뢰도 높은 험

측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시 피난

책을 세우는 것은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해 최

우선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다.

  본 확산 시뮬 이션에 사용된 건축물 조건은 일반 

사무실  가정에 흔히 용되고 있는 구조로 총 4개

의 방으로 구성이 되도록 하 고, 각 방에는 창문이 

존재하여 자연환기가 이루어지도록 하 다. 작용제는 

건물 한 방의 원  부근의 사각 박스형 분출원에서 

분출 되는 것으로 가정하 다. 이러한 건물구조 내 

작용제 확산 시뮬 이션을 해 사례 별로 피해분석 

작업에 필요한 주요 모델링 요소를 추출하여 화생 확

산모델링 시스템 구성 시 반 하도록 하고, 컴퓨터를 

이용한 기류  확산모델 시스템을 통하여 테러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한 조건들을 산정하 다. 본 연

구에서는 산유체역학(CFD :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이론을 바탕으로 복잡한 유동문제를 푸는

데 어느 정도 해석의 정확성을 유지하면서 계산 시간 

면에서는 직  수치모사(DNS : Direct Numerical 

Simulation)에 비해서 훨씬 효율 인 와동모사(LES 

: Large Eddy Simulation)에 기반을 둔 FDS(Fire 

Dynamic Simulation) 코드[10]를 사용하여 복잡한 유

동에서 나타나는 확산 상을 모사하 고, 실내에서 

확산 유동에 한 기본 인 물리  상에 해서는 

보존 법칙을 기본으로 한 질량, 운동량, 성분, 에

지 보존 방정식으로 표 되는 3차원 비정상상태의 

난류 유동을 계산하 다[11～19]. 이 모델은 명시  

측-보정도식을 사용하고 공간  시간 으로 2차 정

확도를 갖는 모델이다. 난류 계산은 와동모사를 이

용하 다. 난류를 모사할 때 일반 으로 Patankar와 

Spalding에 의해 개척된 κ-ε  난류 모델이 많이 사용

되고 있으나[20], 이 모델은 기본 인 유체역학 방정식

에 시간 평균 근사화를 하여 모든 척도의 와류(Eddy)

를 모델링함으로써 기본 인 제약성을 갖게 된다. 반

면에 와동모사는 부분의 난류에 지를 운반하는 

큰 척도의 와류는 직  계산하고, 작은 척도의 와류는 

난류모형으로 처리하는 수치모사 기법이다. 난류모형

을 사용하더라도 공간에서의 작은 와류에 국한되기 

때문에 모든 척도의 와류를 모델링하는 기존의 이

놀즈 평균(Reynolds Averaging) 기법보다 모형의 

향을 극소화 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2. 시뮬 이션 조건

가. 시뮬 이션에 사용된 작용제 특징

  본 연구에서는 사린, 포스겐, 염소 3가지 물질에 

해 확산 시뮬 이션을 실시하 다. 이들을 선정한 이

유는 표  군사용 화학무기(사린, 포스겐)이거나 산

업용으로 흔히 사용(염소)되기 때문이며, 분자량이 공

기보다 무거워 바닥에 깔리는 특징이 있다. 표 1은 

시뮬 이션에 사용된 각 작용제들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사린(Sarin, GB : isopropyl methyl phosphonofluori 

-date)은 무색무취로 원래는 약체상태이나 휘발성이 

높고 흡입시 치사량 LCt50은 약 70mg-min/m3이고 

피부 시의 LD50은 24mg/kg이다. 신경 자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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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시뮬 이션에 사용된 작용제의 특징[21～23]

구분 사린 포스겐 염소

분류 신경작용제 질식작용제 질식작용제

코드명 GB CG CL

분자량 140.1 98.9 70.9

분자구조 H3C P

O

F

O C

CH3

CH3

O C

Cl

Cl

Cl2

끓는 158 ℃ 7.6 ℃ -34.4 ℃

LCt50 70mg-min/m3 3200mg-min/m3 -

증기 도 4.86 3.4 2.5

증기압
2.9mmHg

(25℃)

1215mmHg

(20℃)

4785mmHg

(20℃)

해 근육의 응능력을 상실  하며, 이를 흡입하면 호

흡기 근육이 마비돼 질식사한다. 95년 옴진리교에 의

한 동경지하철역 테러에 사용되어 12명 사망, 5000여

명의 부상자를 낸 바 있다[24].

  포스겐(Phosgene, CG : Carbonyl Chloride)은 짧

은 지속시간의 작용제운(Agent-Cloud)을 발생시키는 

화학작용제로서 갓 베어낸 건 나 풀 혹은 설익은 옥

수수 냄새가 나는 무색 기체이다(독성 효과를 나타내

는 농도 이하에서는 냄새가 거의 나지 않는다). 1915

년 12월 제1차 세계  당시 처음으로 사용되었으며, 

폴리우 탄 제조의 원료로 사용되어 국내에서도 몇 

차례 산업공장에서 출사고를 발생시켰다. 2005년 7

월 16일 오  0시경 여수 화학공단 내 H 미칼에서 

포스겐이 출되어 50여명의 근로자들이 두통과 구토

로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은 사건이 한 이다.[25]

  염소는 자극 인 냄새가 나는 황록색의 가스이며, 

염화비닐 제조, 종이․펄 의 표백, 물의 살균․소독 

 속정련 등에 사용된다. 생체에 해 강한 부식

작용이 있으며, 성 독에는 ․코․목 등의 작열

감, 기침, 흉부압박통 등으로 시작해서 호흡곤란․폐

수종을 일으킨다. 염소가스가 쟁에 최 로 사용된 

것은 제1차 세계  인 1915년 4월 22일로 독일군

이 연합군에 염소가스 약 200톤을 사용하여 약 5000

명의 사망자와 10000여명의 부상자를 발생시킨바 있

으며, 최근에는 2005년 3월 29일 국에서 염소가스 

트럭으로부터의 출사고로 2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바 있다.[26]

나. 시뮬 이션 건축물  조건

  확산 시뮬 이션이 사용된 실내는 일반 사무실  

가정에 흔히 용되고 있는 구조로 그림 1과 같다.

  실내는 x, y, z방향에 해 각각 9.6m, 4.8m, 2.4m 

길이이며, 총 4개의 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 방

에는 창문(window1, 2, 3, 4)이 존재하여 자연환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작용제는 원  부근의 사각형 분출

구에서 분출 되는 것으로 가정하 다. 사용된 격자  

수는 96×48×24이다. 사용된 경계조건은 window 1과 

2는 0.09m/s 속도로 실내로 유입되고, window 3과 

4는 0.09m/s 속도로 실외로 유출되는 것으로 하 다.

window 1

window 2

window 3

window 4

분출구

[그림 1]  시뮬 이션에 사용된 실내의 앞, 뒤 모습

  작용제가 실내로 분출되는 속도가 0.005, 0.01, 0.03, 

0.05m/s인 경우의 3개 시나리오에 해 시뮬 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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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따라서 총 시뮬 이션 횟수는 12회(4개 분출 

속도×3개 작용제)이었으며, 시뮬 이션 종료 시각을 

600 로 설정을 하 다. 3개 작용제의 농도 정도는 격

자 내에 존재하는 물질의 총 질량(공기+작용제)에 

한 작용제의 질량인 질량비(Mass Fraction)로 나타

내어 0에서 1사이의 값으로 출력이 된다.

3. 시뮬 이션 결과  고찰

가. 사린 시뮬 이션

  그림 2는 분출구에서 사린이 0.005m/s 속도로 분출

될 때 시간에 따른 사린의 확산 모습을 나타낸 그림

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자량이 공기보다 무

겁기 때문에 입자는 바닥에 깔리며, 확산이 일어난 후 

차 실내의 상층부로 퍼져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

다. 시뮬 이션이 끝나는 시간까지 창을 통해서 자연

환기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린은 계속해

[그림 2]  0.005m/s의 분출속도에서 시간에 따른 사린 

입자의 확산 모습. 각각 10, 30, 100, 300, 

600  후의 정면  투 도

서 실내에 머물러 있고, 환기창 이상의 높이에서는 

그 농도가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린의 농도는 분출구가 

존재하는 방(그림에서 왼쪽 하단부분)이 제일 농도가 

높고 다음은 방(아래 오른쪽 방) 이후 뒤에 있는 

방들 순으로 나타난다. 한 사린 질량비가 0.1되는 

지 의 높이는 z=0.9m이었으며, 그 층은 공기로 차 

있어 오염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이하에서만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분출속도에 따른 건물 안의 사린의 질량비를 알아

보기 해 x-z 평면과 y-z 평면에서 농도 분포를 조

사하 고, 농도 분석이 이루어진 면의 x  y 좌표는 

다음과 같다.

  x = 3.6m, 7.6m(문의 가운데 단면)

  y = 0.4m( 출원이 분출되는 단면), 1.2m, 4.0m

  한 건물 높이에 따른 사린의 농도분포는 x=7.6m 

(문의 가운데 단면), y=0.4m(분출구)의 지 에서 분

석하 다. 분출속도를 0.005, 0.01, 0.03m/s로 변화시

키면서 시뮬 이션한 결과 최고 질량비는 각각 0.25, 

0.30, 0.50 으며, 0.05m/s 분출속도에서 최고질량비

는 0.65 다. 한 분출속도가 커지면 사린은 체

으로 농도가 증가하고 실내의 앙 높이까지 확산되

었지만 환기창 높이 로는 확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 다. 0.05m/s의 분출속도에서 건물 

높이에 따른 농도 질량비의 계에 한 실험 결과를 

보면 건물바닥에서 0.5m정도 높이까지는 상 으로 

높은 농도를 유지하고 있으나 0.5m이상의 높이에서

는 농도가 격히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건물

높이에 따른 작용제 질량비는 그림 5에 나타내었다.

[표 2]  분출속도에 따른 사린 농도 변화

분출속도
사린 질량비가 

0.1인 높이
최고 질량비

0.005m/s z = 0.9m 0.27

0.01m/s z = 1.1m 0.32

0.03m/s z = 1.4m 0.53

0.05m/s z = 1.6m 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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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는 600  후에 분출 속도에 따라 사린 질량비

가 0.1인 높이와 농도분석이 이루어진 실내 6지  

에서 나타난 질량비  최고 질량비를 보여 다. 

기 분출속도가 커지면 사린이 확산되는 높이와 최고 

질량비가 증가됨을 알 수 있었다.

나. 포스겐 시뮬 이션

  그림 3은 분출구에서 포스겐이 0.005m/s 속도로 

분출될 때 시간에 따른 입자의 확산 모습을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자량이 공기보

다 무겁기 때문에 입자는 바닥에 깔리면서 확산되며 

사린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포스겐의 농도는 분출구

가 존재하는 방(그림에서 왼쪽 하단부분)이 제일 농

도가 높고 다음은 방 이후 뒤에 있는 방들 순으로 

사린의 경우와 동일하 으며, 포스겐 질량비가 0.1되

는 지 의 높이는 z=1.0 m로, 그 층은 공기로 차 

[그림 3]  0.005m/s의 분출속도에서 시간에 따른 포스

겐 입자의 확산 모습. 각각 10, 30, 100, 

300, 600  후의 정면  투 도

있어 오염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이하에서만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3은 분출속도에 따라 포스겐 질량비가 0.1에 이

르는 높이와 농도분석이 이루어진 실내 6지  에서 

나타난 질량비  최고 질량비를 보여 다. 사린과 비

교하여 분자량이 가볍기 때문에 바닥에 머물지 않고 

공간으로의 확산이 자유로우므로 분출속도가 커짐에 

따라 최고 질량비는 사린보다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3]  분출속도에 따른 포스겐 농도 변화

분출속도
포스겐 질량비가 

0.1인 높이
최고 질량비

0.005m/s z = 1.0m 0.27

0.01m/s z = 1.2m 0.33

0.03m/s z = 1.5m 0.48

0.05m/s z = 1.6m 0.58

  특히 입자의 확산 시뮬 이션과 함께, x=7.6m, y= 

0.4m 지 에서 건물높이에 따른 포스겐의 농도 분포

를 조사한 결과, 확산에 따른 농도 분포의 형태는 사

린과 유사하 으나, 질량비는 체 으로 더 낮았다. 

분출속도를 0.005, 0.01, 0.03  0.05m/s로 변화시키

면서 시뮬 이션한 결과 최고 질량비는 각각 0.25, 

0.30, 0.45  0.55 다. 사린과 비교할 때 분출속도가 

증가할수록 최고질량비 차이도 증가하 다. 그러나 환

기창이 설치된 z=1.6m 이상에서는 사린과 유사한 질

량비를 보여주었다. 건물 높이에 따른 농도 질량비는 

그림 5에 나타내었다.

다. 염소가스 시뮬 이션

  그림 4는 염소가스가 분출구에서 0.005m/s 속도로 

분출될 때 시간에 따른 입자의 확산 모습을 나타낸 

시뮬 이션 결과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자

량이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입자는 바닥을 따라서 

확산되며 사린  포스겐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건물 내 농도분석은 사린과 포스겐의 시뮬 이션에

서와 같은 지 들에서 이루어졌으며, 시뮬 이션 결

과는 사린과 포스겐의 경우와 유사한 양상을 보 다. 



논문 / 생명 ․환경 부문 : 계영식 ․정우영 ․김용준

138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지 제11권 제4호(2008년 8월)

염소가스의 경우 질량비가 0.1되는 지 은 z=1.1m이

었다.

  표 4는 분출속도에 따라 염소 질량비가 0.1에 이르

는 높이  실내 최고 농도 값을 보인다. 사린  포

스겐과 비교하여 질량이 가볍기 때문에 분출속도가 

커짐에 따라 최고 질량비는 사린  포스겐의 최고 

질량비보다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  0.005m/s의 분출속도에서 시간에 따른 염소

가스 입자의 확산 모습. 각각 10, 30, 100, 

300, 600  후의 정면  투 도

[표 4]  분출속도에 따른 염소가스 농도 변화

분출속도
염소가스 질량비가 

0.1인 높이
최고 질량비

0.005m/s z = 1.1m 0.27

0.01m/s z = 1.3m 0.33

0.03m/s z = 1.5m 0.43

0.05m/s z = 1.6m 0.53

x=7.6 m
y=0.4 m

0

0.6

1.2

1.8

2.4

0 0.1 0.2 0.3 0.4 0.5 0.6 0.7

질량비
건

물
높

이
(m

)

사린 포스겐 염소

[그림 5] 0.05m/s 분출속도에서 3가지 작용제들의 건

물높이에 한 질량비 변화. 의 그림은 시

뮬 이션에 사용된 건축물의 x-z평면이고, 

흰색 선은 농도분석이 이루어진 x=7.6m, 

y=0.4m 지 을 표시한다. 아래 그래 는 건

축물 높이에 따른 사린, 포스겐, 염소가스의 

질량비 변화를 나타낸다.

  분출속도에 따른 건물 내 염소가스의 질량비 실험

에서 속도를 0.005, 0.01, 0.03, 0.05m/s로 변화시키면

서 시뮬 이션한 결과 염소가스의 최고 질량비는 각

각 0.25, 0.30, 0.40, 0.50로 분출 속도가 낮을 때는 사

린, 포스겐과 유사한 값을 보여주고 있으나 분출속도

가 증가할수록 질량비가 다른 두 작용제보다  차

이가 증가하 다.

  입자의 확산 시뮬 이션과 함께, 특히 농도분석이 

이루어진 x=7.6m, y=0.4m에서 건물높이에 따른 염

소가스의 농도 분포를 조사한 결과, 확산에 따른 농

도 분포의 형태는 사린, 포스겐과 유사하 으나, 건

물높이에 따른 질량비는 체 으로 가장 낮았다. 그

러나 환기창 높이에서의 질량비는 사린, 포스겐과 유

사한 값을 나타내었다. 그림 5에 나타낸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작용제들의 건축물 높이에 따른 

확산 거동은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으나, 분자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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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사린의 경우 바닥에 깔려있는 농도가 제일 높았

고, 염소가스가 제일 낮았다. 그러나 높이가 높아질

수록 3가지 작용제의 질량비는 비슷한 수 이 되는데 

이는 이미 설명한 창문의 자연환기로 인한 효과로 

단된다.

4. 맺음말

  본 연구에서는 테러의 목 으로 사용되었던 사린가

스, 제 제나 살충제 제조공장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포스겐, 국내 유통량이 많고 쉽게 획득할 수 있는 염

소가스를 심으로 폐된 공간에서의 확산 시뮬 이

션을 실시하 다. 이들 세 종류의 가스들은 분자량이 

공기보다 무거워 바닥에 깔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물질들이다.

  시뮬 이션 결과로부터 분출속도에 따른 농도의 변

화를 비교하여 보면 확산 600  후의 화학작용제 질

량비가 0.1인 높이는 분출속도가 0.005m/s인 경우 사

린은 0.9m, 포스겐 1.0m, 염소는 1.1m 다. 이는 각 

작용제의 분자량의 향에 기인하는 것으로 각 실내

에서의 최고 질량비는 모두 0.27 정도 다. 그러나 분

출속도가 10배 증가한 0.05m/s인 경우 작용제의 질

량비가 0.1인 높이는 성인의 얼굴 높이인 1.6m/s 정

도 고, 최고 질량비는 사린 0.7, 포스겐 0.58, 염소

가스 0.53 다.

  그림 6의 분출속도에 따른 최고 질량비의 변화를 

보면, 이 시뮬 이션에서 사용된 작용제  사린의 경

우 분출속도가 커지게 되면 체 으로 질량비가 제

일 많이 증가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는 작

용제의 자연환기상태 실내 공간에서의 확산은 화학물

질의 물리  성질 에서 분자량과 상당한 계가 있

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자연환기창문의 높이와 

크기가 변수로 작용한다. 최근 건축되는 건물의 경우

는 강제 환기식으로 설계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환기

시설의 설치 치는 작용제 확산 거동을 연구하는데 

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 한 작용제의 성질

을 나타내는 요한 특징인 증기압, 휘발도 등이 고

려되어야 하지만 이는 본 논문에서 사용된 시뮬 이

션 기술의 한계로 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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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분출속도 변화에 따른 최고 질량비 변화

  기존에 개발되었던 작용제 확산 시뮬 이션 결과

를 볼 때, 개방형 공간(야지, 실외)에서의 확산은 빠

른 시간에 넓게 퍼져 그 농도가 희석되지만 테러가 

요구하는 심리  공포감이나 사회혼란에 상당한 효

과를 나타낼 수 있다. 반면 실내공간에서의 확산은 

공간의 크기만큼 확산되므로 해당 인원에게 직

인 피해를 입히게 되고, 작용제의 농도가 상 으로 

높아져 은 양을 사용하더라도 살상률이 높아지게 

된다. 그 지만 한 치에 환기시설을 설치하게 

된다면 작용제의 농도를 하게 일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테러라는 목 으로 볼 

때 사린이나 포스겐은 많은 양을 한 번에 운반하기

가 곤란하므로 은 양으로 효과를 내기 해서 실

내공간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높고, 염소가스는 쉽게 

많은 양을 획득할 수 있으므로 실외에서 사용될 가

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한 비가 철 히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후          기

  본 논문은 육군사 학교 화랑 연구소 화생무기

응체계특화연구비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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