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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order to prevent fire and explosion due to the electrostatic discharge at the Gas Station etc. This result 
will be applied to standard in the future. Wearing the non-electrostatic removing wear, Charged voltage of human 
body is 3,980V(MIE is approximately 0.79mJ). There is a possibility of fire explosion because the MIE of LP gas 
is 0.25mJ. In accordance with using period(whasing times), Charged voltage is shown that propensity is increased. 
Electrostatic charge amount is upper standard(0.6µC) of the hazard of electrostatic removing wear. There is a possi-
bility of fire and explosion. Therefore, countermeasure and management are needed about gas station worker.
Key Words : gas station, charge voltage, electrostatic charge amount, electrostatic removing wear, MIE

1. 서 론*

LP 가스충전소는 밀집된 일반주택 또는 상가건

물 부근에 위치하고 있어 화재․폭발이 발생할 경

우 심각한 재산피해 및 인명피해 등을 야기시킬 

수 있으며, 기업이미지 실축과 불필요한 경제적 손

실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발생 가능한 위험요

소를 사전에 파악하여 제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

요하다.
국내의 경우 LP 가스충전소에서 발생한 화재의 

약 50%가 전기적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

로 보고되고 있으며, LP 가스충전소와 같이 가연

성 가스가 존재할 수 있는 위험한 장소에서의 점

화원 관리실패는 1998년 부천과 익산에서의 가스

폭발과 같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전기와 같은 점화원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1).
2004년 한국의 LP 가스 자동차 보급률은 172만

여대로 세계 1위를 나타내었으며, 수송용 LP 가스 

수요는 연간 374만톤으로 2위인 일본의 152만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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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두 배가 넘는 수치를 기록하였다. 하지만, LP 가
스충전소 개수는 자동차 등록대수 및 수요와는 달

리 1,242개소로 세계 13위에 머무르고 있어 충전소

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었다. 2007년 국토해양

부에 의하면 LP 가스 자동차와 충전소는 각각 207
만여대 및 1,502개로 2004년에 비해 약 18% 증가하

였으며, 향후 증가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2).
현재 국내 LP 가스충전소 내에서의 화재․폭발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LP 가스 화재․폭발의 점화에너지원이 될 
수 있는 작업자에 대한 정전기 안전관리에 대해서

는 위험성 인식의 부족과 작업자관련 지침의 미

흡으로 충전소 내에서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LP 가스충전소의 작

업자관련 현장조사를 통해 LP 가스충전소에서 실

제로 사용되고 있는 작업복(동복) 샘플링 및 작업자

의 작업환경 등을 파악하여 온․습도별 인체대전

전위 및 작업복대전의 영향, 세탁횟수별 전하량, 마
찰대전전위 등을 고찰하고 정전기로 인한 화재․

폭발 위험성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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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xperimental apparatus of electrostatic charge.

2. 온․습도별 대전전위 평가

2.1. 실험장치 및 방법

본 실험은 인체 및 작업복의 대전전위 측정에 대

한 실험 평가기준이 없기 때문에 국내 LP 가스충

전소의 현장방문을 통해 충전소 각각의 작업환경 

및 작업방법 등을 파악하여 실제 국내의 충전소 작

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인체 및 작업복의 대전전

위를 측정하고, 인체대전전위로 화재․폭발의 발

생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Fig. 1과 같이 실험

장치를 구성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콘크리트를 바닥 재료로 사용하

였다. 현장 조사결과 대부분의 충전소에서 콘크리

트를 바닥 재료로 사용하고 있어 충전소 환경과 유

사한 콘크리트저항을 선택하였으며, 콘크리트 밑에 
흙과 메시형 접지도체를 매설하여 접지하였다.

실험은 남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동을 통해 

마찰대전을 시키고 상의 작업복(외투 : 동복)을 벗

을 때 옷의 온․습도 변화에 따른 작업복의 종류

별 인체 및 작업복의 대전전위를 측정하였으며, 작
업복과 인체와의 직접접촉을 위해 시험자는 런닝을 
입지 않고 속옷 하의만 입었다.

대전방법은 Fig. 2와 같이 정해진 보폭으로 좌우

이동을 5회 반복하여 측정하였으며, 옷을 벗을 때 

발생하는 마찰효과를 얻기 위하여 상의 외투의 앞

면을 개방한 채 양손으로 옷의 앞부분 가장자리를 

잡고 좌우 각각 5회씩 당겨 문질렀고(1회 왕복마다 

실시), 옷을 벗음과 동시에 인체 및 작업복의 대전

전위를 측정하였다.
각 실험은 동일조건에서 각 3회 실시하였으며, 

각 실험 후 축적된 전하를 방류시키기 위하여 인

체는 Wrist-strap과 도전성매트를 활용하여 접지설

비에 방류했다. 대전된 외투는 각 실험이 끝나면

Fig. 2. Test method of electrostatic charge.

Table 1. Test sample of working clothes I

구분
작업복 
형태

섬유종류 혼방비율 섬유용도

I형 충전복
(동복)

(겉감)폴리에스테르/면 65/35% 제전원단(도전성
섬유 혼입)

(안감)폴리에스테르 100% 제전원단(도전성
섬유 혼입)

II형 일반복
(겉감)나이론 100% 일반원단

(안감)폴리에스테르 100% 일반원단

접지판 위에 놓아 5분간 방치하고 송풍형제전기를 

이용하여 제전시켰으며, 실험장소는 항온항습실 내

부에서 실시하였다.

2.2. 실험재료

시료는 국내 충전소에서 지급되는 동복 충전복

과 일반복으로 구분하여 인체에서 발생될 수 있는 

대전전위를 측정하였다.

3. 작업복의 제전성능 평가

3.1. 실험장치 및 방법

작업복의 정전기 제전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KS 
K 6330(섬유 시험에 대한 가정 세탁과 건조 과정)
과 KS K 0555(직물 및 편성물의 대전성 시험 방법), 
KS K 7807(정전기 대전 방지 작업복)에서 규정되

어 있는 시험방법을 이용하여 세탁횟수에 따른 작

업복의 대전전위 및 반감기를 측정하였으며, 세탁

횟수에 따른 작업복의 전하량을 측정하기 위해 Fig. 
3과 같이 장치를 구성하여 항온항습실에서 작업복 

1점을 Friction equipment로 대전(면포마찰 : 10회)
을 시켜 Faraday cage에 넣고 Electro meter와 LCR 
meter를 이용하여 전하량을 측정하였고, 잔류 대전

전위를 KSD-0103으로 확인하여 Ionizer blower로 

제거하였다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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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Measuring apparatus for coulomb.

Table 2. Test sample of working clothes II

구분 섬유의 종류 섬유의 성분 혼방비율

A 안감 : 도전성섬유 폴리에스테르 100%

B 겉감 : 도전성섬유 폴리에스테르/면 65/35%

C 겉감 : 대전방지처리 폴리에스테르/레이온 65/35%

D 겉감 : 대전방지처리 폴리에스테르/면 65/35%

3.2. 실험재료

Table 2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작업복의 제전원

단으로 섬유의 종류, 성분 및 혼방비율 등을 나타

낸 것이다. 시료는 도전성섬유를 혼입한 원단과 혼

입하지 않은 원단으로 구분하였으며, 모든 시료는 

대전방지처리가 되어 있다. 섬유의 성분은 폴리에

스테르를 기본으로 면과 레이온이 혼방으로 사용

되었다.

4. 실험 결과 및 고찰

4.1. 온․습도별 대전전위 평가

실험결과 인체대전전위는 습도변화에 의하여 유

동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RH 60% 이상이 되면 

인체대전은 거의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측정되었

다. 그러나 일반복의 경우 상대습도 60% 이상에서

도 980V의 인체대전전위가 발생하여 수소가스와 

같은 최소점화에너지가 0.01mJ인 가연성 가스에서

는 화재․폭발의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다.
RH 50% 이하의 경우 일반복(Ⅱ형)에 의한 인체

대전전위는 3,980V로 방전이 발생할 경우 약 0.79 
mJ(LP 가스의 MIE : 0.28mJ)로 화재․폭발이 용이

한 것으로 측정되었다. 또한 작업복 자체에서의 마

찰대전전위가 30kV을 넘고 있다. 이는 최소점화에

너지가 수백 µJ인 가연성 물질(LP 가스 등)의 화

재․폭발 발생한계(5kV 이상)를 초과하므로 반드

시 작업복(제전복) 상하의를 동시에 착용해야 한다3). 
인체대전의 최소점화에너지를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8-10).

 

 


  




 (1)

그리고 온도별 인체대전전위를 측정한 결과 동

일한 상대습도에서는 측정값의 변동이 적어 인체

대전전위의 발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습도의 제어가 정전기 관리에 중요 환경

조건이라 판단된다.
Table 4에서는 제전복을 착용하더라도 인체대전

전위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것을 실험결과(RH 
40%일 때 I형인 제전복의 인체대전전위 270V)로 

나타나고 있으며, 제거되지 않은 인체대전의 경우 

마찰대전이 지속적으로 가해지고 낮은 습도가 유

지되면 인체대전전위는 축적되어 상승한다4).
이는 제전복만으로는 인체대전전위를 제거하기

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이와 같이 축적

된 인체대전전위를 제거하기 위해서 정전화 착용이 
효과적이므로5) 정전화 착용을 병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3. Dependance of human body voltage according to 
the humidity

작업복 
형태

인체대전전위(kV)

RH 40% RH 50% RH 60% RH 70%

I형 0.27 0.23 0.02 0.00

II형 3.98 2.72 0.98 0.16
* 실험조건 : 온도(25℃±2℃), 신발(일반신발), 바닥(콘크리트), 셔츠

(모/면:50/50)

Table 4. Dependance of human body voltage according to 
the humidity temperature

작업복 
형태

인체대전전위(kV)

RH 40% RH 50% RH 60% RH 70%

15℃25℃35℃15℃25℃35℃ 15℃ 25℃ 35℃ 15℃25℃35℃

I형 0.24 0.27 0.21 0.20 0.23 0.20 0.01 0.02 0.01 0.00 0.00 0.01

II형 3.9 3.98 3.50 2.56 2.72 2.68 0.96 0.98 0.78 0.15 0.16 0.7
* 실험조건 : 온도(25℃±2℃), 신발(일반신발), 바닥(콘크리트), 셔츠

(모/면:50/50)

Table 5. Dependance of working clothes voltage according 
to the humidity temperature

작업복 
형태

작업복의 대전전위(kV)

RH 40% RH 50% RH 60% RH 70%

안 겉 안 겉 안 겉 안 겉

I형 1.3 0.4 0.7 0.1 0.1 0.2 0.0 0.0

II형 39 30 31 18 17 7 3 0.7
* 실험조건 : 온도(25℃±2℃), 신발(일반신발), 바닥(콘크리트), 셔츠

(모/면: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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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작업복의 제전성능 평가

세탁횟수에 따른 시료별 마찰대전전위, 반감기 

및 작업복의 대전전위를 측정하여 제전처리된 섬

유의 제전성능 변화를 고찰하였다. 시료는 Table 2
와 같이 선정하였고, KS K 6330의 절차에 따라 세

탁 및 건조를 실시한 시료를 FITI 시험연구소에 의

뢰하여 KS K 0555 B(면포 마찰)방법을 이용해 마

찰대전전위와 반감기를 측정하여 제전성능을 평가

하였다.
마찰대전전위 및 반감기의 측정결과 Fig. 4와 5

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세탁횟수가 증가할수록 모든 

시료의 대전전위가 상승하였으며, 이는 세탁횟수

가 제전성능의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섬유재질 및 혼방비율 등에 따라 대전

전위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소점화에너지가 수백 µJ인 가연성 가스에서는 

부도체의 대전전위를 5kV 이하로6) 유지하도록 되

어있지만 일반적으로 안전을 고려해서 부도체의 대

전전위를 3kV 이하로 관리한다. 실험결과 세탁횟수

가 20회를 넘으면 도전성섬유를 혼입한 시료 B를 

제외한 나머지 시료는 대전전위가 3kV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화재․폭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폴리에스테르 100%인 시료 A의 경우 도전성섬

유를 혼입시켰음에도 세탁전 대전전위가 0.02kV(반
감기2.4초)에서 10회 세탁후 4kV(반감기 60초 이상)
로 제전성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으

며, 대전방지처리된 C와D 시료도 세탁 개시 후 대

전전위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전방지 기능

은 세탁으로 인해 소멸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4. Charged voltage for washing time(No.).

Fig. 5. Decay halflife for washing time(No.).

세탁횟수에 따른 작업복의 대전전위와 시료별 전

하량(KS K 7807)은 온․습도 영향을 고려하여 항

온항습실에서 실시하였으며 환경조건은 20±2℃, RH 
40±2%이고 장치구성은 Fig. 3과 같다.

Fig. 6에서 세탁횟수에 따라 대전방지처리 및 도

전성섬유가 혼입되었음에도 전하량이 상승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시료 A의 경우 세탁횟수 15
회에 전하량이 0.63µC으로 측정되어 JIS T 8118의 

제전복 기준치(0.6uC/1점)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Fig. 7에서도 세탁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작

업복 1점의 대전전위는 도전성섬유가 혼입된 B시

료를 제외하고 나머지 시료는 급격하게 상승하는 

곡선이 나타났다. 특히 A시료의 경우 도전성섬유가 
혼입되었음에도 세탁횟수 30회에 30kV를 초과하

여 화재․폭발의 위험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Fig. 6. Coulomb for washing time(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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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harged voltage for washing time(No.) in working 
clothes.

4.3. 전자현미경사진(SEM) 분석

세탁횟수와 섬유와의 변형관계를 측정하기 위

(a) Unused(sample A×100)

(b) 30 times washing(sample A×100)
Fig. 8. The comparison unused with 30 times washing of 

sample A.

하여 전자현미경(이하 SEM이라 한다. Tescan, Vega 
TS 5136 MM)을 사용하였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도전성섬유가 혼입된 작업복의 경우, 도전성섬유

의 손상 및 변형 보다는 섬유의 부풀림 현상에 의

해 표면적의 증가로 대전전위 및 전하량이 상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3).
작업복의 제전성능 실험결과 안감(A시료)의 경

우 도전성섬유가 혼입되었음에도 마찰대전전위, 반
감기, 전하량 등의 측정값이 가장 높게 측정되었다. 
이는 Fig. 8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세탁횟수의 증가

로 인한 표면적이 증가가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안감(A시료)으로 사용되는 폴리에스테르는 섬

유의 오염발생 메카니즘인 오염의 재부착 특성 등

에 의하여 Fig. 9와 같이 세탁이 증가할수록 오염 

물질이 부착되는 것이 나타났다7). 이는 오염물질

이 도전성섬유에도 부착되어 섬유의 표면적을 증가 
시켜 제전성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a) Unused(sample A×1000)

(b) 30 times washing(sample A×1000)
Fig. 9. The comparison unused with 30 times washing of 

sampl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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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연구는 국내 충전소에서 작업자의 정전기로 

인한 화재․폭발의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해 온․

습도별 인체대전전위의 영향과 작업복(도전성섬유 

혼입 유무, 혼방비율, 세탁횟수)으로 인한 충전소 

내에서의 화재․폭발 위험성을 다음과 같이 고찰

하였다.

1) 가스충전소에서의 일반복을 착용하였을 경우 

인체대전전위는 3,980V이며, 방전이 발생할 경우 

약 0.79mJ(LP 가스의 MIE : 0.25mJ)로 화재․폭발 

가능성이 높다.
2) 모든 시료의 경우 세탁횟수가 증가할수록 제

전성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사용기간(세탁횟수)에 따

른 작업복의 교체주기를 설정해야 한다(제전복의 

제전성능 평가와 제전복 지급현황을 고려하여 교체

주기는 2년을 권장한다).
3) 가연성 가스가 존재하는 충전소 등에서는 상

하의 제전복을 착용하고 제전복을 일정기간 사용

하게 되면 제전성능 감소 등으로 인해 화재․폭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제전복의 교체주기를 설정

하고, 작업자에 대한 정전기관련 기준 및 기술지침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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