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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Forensic Engineering is the area covering the investigation of products, structures that fail to perform or 
do not function as intended, causing personal injury or damage to property. To investigate explosion accident of the 
centrifugal casting machine in terms of the forensic engineering, in this paper, the computing simulation using 
ADINA FSI h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at the effect of the Check-Pin fracture by the flow phenomena and molten 
metal weight and the mechanical properties test of the accident Check-Pin has performed using the instrumented 
indentation technique. Through these studies, the safety accident that may occur in centrifugal casting machine can 
be minimized by performing specialized and systematic investigation of the accident cause in terms of the forensic 
engineering.
Key Words : forensic engineering, instrumented indentation technique, accident investigation, centrifugal casting machine

1. 서 론*

각종 사고에 관한 법적 문제에 대해, 이를 공학

적으로 해명하는 학문 분야인 법공학(Forensic Engi-
neering)은 공학과 관련된 분야에서 사고가 발생했

을 경우 이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추

고 있는 전문가가 법적인 관점에서 문제점을 규명

하는 학문이다1,2). 이러한 법공학은 안전사고 및 재

난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문제를 해명하는 목적 외

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법공학 조사관들의 정

확한 원인분석을 통해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예방

하기 위해 각종 제도와 법적 규제에 대한 규격 및 

정책을 제안하여 안전하고 안정된 사회를 실현하

는데 공헌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회가 점차 고

도 기술 사회로 접어들고 국내 공판중심주의 도입

으로 인해 공학과 법이 함께 관련된 문제들을 다

루는 법공학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대두되고 있다. 

†To whom correspondence should be addressed.
es92kim@nisi.go.kr

본 연구에서는 법공학에서 다루는 내용 중 쇠파이

프를 생산하는 원심주조기(Centrifugal Casting Ma-
chine) 폭발 사고의 원인 분석에 관한 연구를 진행

하고자 한다. 원심주조기는 쇠파이프, 피스톤 링, 
브레이크 링 등과 같은 가운데가 비어있는 물체를 

만들 수 있는 기계로, 고온의 용융된 금속을 사용

하기 때문에 증기폭발 및 작업자에게 화상 등의 

상해를 끼칠 수 있는 사고 발생 가능성을 내재하

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주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법공학적인 

측면에서 전문화되고 체계적인 사고조사와 원인 규

명을 통해 사전에 예방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유사 

및 동종재해의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본 연구

에서는 ADINA FSI를 이용하여 원심주조기에 대한 
안정성 평가와 기계특성평가를 수행함으로써 폭발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동일 형태의 안전사고 예

방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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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고 개요 및 공정이해

2.1. 사고 개요

본 사고는 원심주조기를 이용하여 쇠파이프를 생

산하기 위해 용융된 금속을 주형에 붓고 작업을 하

던 중, 주조기 내에 있던 용융된 금속이 주형 외부

로 유출되어 작업 중이던 피해자에게 인적 피해를 

입히고, 발생장소 천장 등이 일부 소훼되는 피해를 

입은 사고이다. 사고 원심주조기는 기존 두께 10 
mm 쇠파이프를 제작하던 원심주조기 주형에 두께 

100 mm 쇠파이프를 제작하기 위해 원심주조기 내

에 용융된 금속을 주형에 붓고 작업을 하던 중에 주

조기 내에 있던 용융 금속이 폭발하여 주형 외부

로 유출, 작업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사고주조기의 

전체적인 모습을 Fig. 1과 Fig. 2에 나타내었다.

2.2. 원심주조기 공정 이해

원심주조기는 주형(flask)이 300~3,000 rpm으로 

회전하여 원심력에 의해 용융 금속이 주형 내면에 

압착, 응고되도록 하여 쇠파이프, 피스톤 링, 브레

이크 링 등과 같은 가운데가 비어있는 물체를 만

Fig. 1. The accident centrifugal casting machine_front view.

Fig. 2. The accident centrifugal casting machine_side view.

Fig. 3. The schematic of the centrifugal casting machine.

Fig. 4. The process of the centrifugal casting machine.

드는 데에 사용된다. 이러한 원심주조기의 구조 및 

주요 부분의 명칭을 Fig. 3에 나타내었으며, 전체

적인 공정 모습을 Fig. 4에 나타내었다. 주형을 회

전시키면서 용융 금속을 주형에 공급하고, 이때 고

온의 용융 금속에 의해 주형이 변형 혹은 파괴 되

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형의 외벽을 수냉(water 
cooling) 시킨다.

3. 사고 원인 검토 및 분석

3.1. 현장조사

사고 주조기의 주형은 Fig. 5에 나타낸 바와 같

이, 외부직경 745 mm, 길이 910 mm, 내부 두께 70 
mm이다. 사고 당시 SKD 61 종의 두께 약 100 mm 
쇠파이프를 만들기 위한 용융 금속이 주형 내부에 

잔존해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으며, 현장 조사 당

시에는 Fig. 6에 나타낸 바와 같이 폭발로 인해 주

형 주입 측 카바가 열리면서 용융 금속이 외부로 

유출되어 두께 약 40 mm 정도의 용융물만이 굳어

져 내부에 잔존해 있었다. 사고 주조기의 주형은 

폭발로 인해 주조기 본체에서 전면을 기준으로 좌

측면 약 45도 방향으로 약 1 m 정도 이탈되었으며, 
주형 주입측 카바는 장치 내부 우측으로 이탈되었

다. 사고 주조기 내부 롤러에는 주형 외부에서 유

출된 용융 금속이 굳어 부착된 상태이며, 컨트롤러

는 Fig. 7에 나타낸 바와 같이 표면에 용융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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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Drawing sheet of the flask and the flask's cover.

Fig. 6. The flask and the remanent molten metal.

탄화혼이 관찰되었고 회전수 다이얼은 약 800 rpm
에 위치되어 있었다. 사고 주조기 냉각 계통은 장

치 내 하부 분무에 의한 냉각 노즐과 외부 호스로 

연결되어 직접 분사기를 작동시키는 구조로 구성

되어 있으며, 외부 호스부에 용융혼이 관찰되는 것 

외에 특이점은 관찰되지 않았다. 주형은 장치 내에

서 발견된 폭발에 의해 열려진 주형 주입 측 카바 

표면에는 주형과의 고정을 위한 고정핀의 접촉흔

적 3개소가 관찰되며, Fig. 8과 Fig. 9에 나타낸 바

와 같이 고정핀 3개 중 하나는 휘어진 상태이었으

며, 두 개는 파단된 상태로 주형 고정핀 홀에 삽입

되어 있는 상태이었다. 주형 뒤쪽 카바는 주형에서 

이탈 없이 정상적으로 핀이 고정된 상태였다. 고정

핀의 머리부는 직경 약 2.5 cm, 몸체 직경은 1~1.5 
cm, 길이 약 5 cm로 테이퍼 진 형태이며, 고정 후 

주입 측 카바 이탈로 인해 고정핀 몸체 하단에서 

약 3 cm 부분이 파단 된 상태이었다. 고정핀 파단

부는 일시적인 충격, 전단 하중에 의해 파단 된 형

상으로 그 이외 내부 결함 및 표면 가공 결함 등의 

파단 특이점은 관찰되지 않았다.

Fig. 7. The controller of the centrifugal casting machine.

Fig. 8. The accident Check-Pin on the flask.

Fig. 9. The accident Check-Pin.

3.2. 고정핀 안정성 평가

주형 내부 용융 금속 중량 및 유동현상이 고정

핀 파단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안

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해석 상용프로그램인 

ADINA FSI를 이용하였다. ADINA FSI는 유체-구
조 연성(fluid structure interface) 해석을 위해 개발

된 코드(code)이며, ADINA Structure와 ADINA CFD
의 모든 기능이 하나의 프로그램 모듈에 결합되어, 
본 연구에서의 원심주조기와 같이 유체와 구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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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플링(coupling)을 고려해야할 때 유용한 프로그

램이다.

3.2.1. 유한요소 모델 및 해석조건

Fig. 5에 나타낸 주형과 카바 등의 설계자료를 

기초로 모델링을 형성하고 구조 및 유동 유한요소

해석을 수행하였다. 유한요소 모델의 모습을 Fig. 10
과 Fig. 11에 나타내었으며, 입력된 소재 물성치를 

Table 1과 Table 2에 나타내었으며, 해석조건을 Table 
3에 각각 나타내었다. 본 해석에서 사용된 요소의 

종류는 Solid 요소인 Hexa이며, 개수는 약 10만개

이다.

Fig. 10. Modelling of the flask.

Fig. 11. Structure model(green) & Fluid model(gray).

Table 1. Parameters of ADINA Centrifugal Casting Machine 
Structure model

Parameter
Structure

SS400(Cover) S25C(Check-Pin)

Tension strength(MPa) 400 441

Young's modulus(GPa) 200 205

Density(kg/m3) 7850 7850

Poisson ratio 0.23 0.3

KS standard 3503-76 3752-80

Table 2. Parameters of ADINA Molten Metal Fluid model

Parameter
Fluid

SKD61(molten metal)

Viscosity(kg/m․s) 0.006

Density(kg/m3) 7000

KS standard 3753-80

Table 3. Simulation Condition

Parameter Values

Rotational speed 800 RPM

Pin-Case Contact

Case-Cover Contact

Pin-Cover Contact

Fluid SKD61, Air
(Incompressible)

3.2.2. 해석 결과 및 고찰

유한요소 해석 결과인 유체 내부의 압력 분포를 

Fig. 12에 나타내었으며, 이때의 주형이 받는 응력

을 Fig. 13에 나타내었다. 주형 자체에서는 응력 집

중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으나 고정핀에

서는 Fig. 14와 15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응력 집중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응력 집중이 일어나

는 곳에서의 응력이 파단 강도 보다 높을 경우에 

원심주조기에서 폭발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Fig. 12. Pressure of the Fluid.

Fig. 13. Effective Stress of the fl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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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Effective Stress of the Check-Pin in the case of the 
10mm thickness iron pipe manufacture.

Fig. 15. Effective Stress of the Check-Pin in the case of the 
100 mm thickness iron pipe manufacture.

Table 4. Maximum stress at the Check-Pin

Case Maximum Stress(MPa)

SKD61 - 100T 573

SKD61 - 40T 289

SKD61 - 40T(Bulk) 267

SKD61 - 10T 115
Check-Pin's tension strength : 441 MPa

용융 금속의 중량 및 부피 증감에 따른 고정핀 

응력 상태를 비교하기 위해 기존 두께 10 mm 쇠
파이프를 제작하는 경우와 두께 100 mm 쇠파이프

를 제작하는 경우에 대해 각각 해석을 수행하였으

며, 이때의 고정핀에서 발생하는 응력 집중 부분에

서의 응력 결과를 Table 4에 정리하였다. 이러한 

해석 결과로부터 기존 두께 10 mm의 경우 고정핀

에서 발생한 최대등가응력이 115 MPa인데 반해 두

께 100 mm의 경우 약 573 MPa로, 전자의 경우는 

발생 응력이 파단강도 441 MPa 이하이나 후자의 

경우는 파단강도 이상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두께 100 mm의 쇠파이프를 제작할 경우에 

고정핀 파단에 의해서 원심주조기가 폭발할 것으

로 판단 할 수 있다.

3.3. 고정핀 기계 특성 평가

사고 원심주조기에 사용된 고정핀의 기계 특성

을 평가하기 위해 프론틱스사의 연속압입시험기 

Advanced Indentation System 2100(AIS2100)을 이

용하여 계장화 압입시험법(Instrumented Indentation 
Technique)인 “KS D 0950”과 “ISO/TR 29381”을 적

용함으로써, 고정핀 3종 시편에 대하여 기계적 물

성을 측정하였다. 계장화 압입시험법은 다양한 기

계적인 특성을 비파괴적으로 측정하는 최신기술로

서 재료에 하중 인가 및 제거 과정 중 하중과 변위

를 연속적으로 측정하여 획득된 압입하중-변위곡

선의 분석을 통해 유동물성, 잔류응력, 파괴 인성 

등의 기계적 특성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다3-5). 
시험 대상은 시험을 위해 절단 및 가공을 하였으

며, 실험에 필요한 조도 확보를 위하여 표면 연마

를 실시하였다. Table 5에 시험 조건을 나타내었으

며, 세 개의 고정핀에 대한 시험 모습 및 결과를 

Fig. 16~18, Table 6~8에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

를 얻기까지의 계장화 압입시험의 결과인 압입하

중-변위곡선을 Fig. 19에 나타내었으며, 기계구조용 
탄소강 KS 규격 “KS D 3517-95”를 Table 9에 나타

내었다. 규격에 나와 있는 인장강도는 최소값이므

로 제품에서는 표의 값보다는 높게 분포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따라서 재료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

단된다. 고정핀 A의 경우 다른 열처리 등으로 인

하여 강도가 높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과로

부터 알 수 있듯이 파단된 고정핀 B, C의 평균 파

단 강도값은 약 500 MPa, 고정핀 A의 평균 파단 강

Table 5. Test condition of the Instrumented Indentation Tech-
nique

Parameter Maximum Stress(MPa)

Indenter 0.5 mm Spherical Indenter

Maximum Depth 150 µm

Loading Late 0.3 mm/min

Multiple Cycle No. 15 cycle

Unloading Ratio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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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Check-Pin A.

Table 6. Material properties of Check-Pin A

Number
Engineering Value

Test load
(kgf)

Yield Strength
(MPa)

Tension Strength
(MPa)

1 61.36 651.4 865.2

2 61.12 600.6 870.3

3 61.73 611.2 871.5

4 62.38 616.2 877.7

Average 61.6 619.9 871.2

Fig. 17. Check-Pin B.

Table 7. Material properties of Check-Pin B

Number
Engineering Value

Test load
(kgf)

Yield Strength
(MPa)

Tension Strength
(MPa)

1 37.74 354.3 520

2 36.73 321.2 502.9

3 35.24 263 481.6

4 36.21 295.8 490.5
5 37.39 279.1 511.3

Average 36.7 302.7 501.3

도값은 약 800 MPa을 나타낸다. 따라서 고정핀 B, 
C의 경우 KS 규격에서 제시된 S25C의 재질로 판

단되며, 고정핀 A는 S45C, S50C, S55C등의 재질로 

판단된다.

Fig. 18. Check-Pin C.

Table 8. Material properties of Check-Pin C.

Number
Engineering Value

Test load
(kgf)

Yield Strength
(MPa)

Tension Strength
(MPa)

1 36.02 282.1 489

2 37.18 291.4 510.3

3 35.88 308.9 492.1

4 36.36 327 500.4
5 36.75 293.2 501.1

Average 36.4 300.5 498.6

Fig. 19. Load-Indentation depth curve.

Table 9. KS D3517-95(Carbon steel for machine structural use)

Type
Yield 

Strength
(MPa)

Tension
Strength
(MPa)

Elongation
(%)

Hardness
(HV)

S25C 265↑ 441↑ 27↑ 123~183

S45C 490↑ 686↑ 17↑ 201~269

S50C 539↑ 735↑ 15↑ 212~277

S55C 588↑ 785↑ 14↑ 229~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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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원심주조기에서 발생한 폭발사고

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법공학적 관점에서 ADINA 
FSI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함으로써 주형 내부 용

융 금속 중량 및 유동현상이 고정핀 파단에 미치

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안정성 검증을 수

행하였으며, 또한 사고 주조기의 파손된 고정핀에 

대해 계장화 압입시험법을 이용하여 기계 특성 평

가를 수행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사고 원심주조기는 용융금속이 주형 내 주입

되어 모터와 롤러의 원심력에 의해 파이프를 제조

하는 구조와 환경이며, 주형 용융 금속 중량 및 유

동현상으로 인해 고정핀 파단 후 증기 폭발에 의

해서나 고온 용융물과 수분의 직접 접촉으로 인해 

수증기 폭발이 원심주조기의 폭발의 원인임을 확

인하였다. 둘째, ADINA FSI 해석 결과로부터 기존 

두께 10 mm의 경우는 고정핀에서 발생한 최대등

가응력이 115 MPa 인데 반해 두께 100 mm의 경우 
약 573 MPa로 S25C 파단강도를 초과하므로 안전

율 및 외부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운행 중 안정성을 

만족시키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고정핀이 

운용상 구조 안정성을 만족할 수 없으므로 운용 

중 고정핀이 파단 될 수 있으며, 그로인해 주형 주

입측 카바가 열리면서 용융 금속이 외부로 유출되

어 하부 냉각 미분수와 접촉하여 수증기 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 셋째, 사고 당시 외부 냉각 분사

기를 사용하지 않고 주형 주입구측 카바 구멍으로 

수분이 침투하기 어려운 구조이며 폭발 형태 등으

로 보아 고온 용융물에 수분이 직접 접촉하여 수

증기 폭발을 일으킨 경우는 배제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넷째, 파손된 고정핀에 대한 계장화 

압입시험의 결과로부터 고정핀 a의 파단강도는 고

정핀 b, c와 달리 약 800 MPa로 S45C, S50C, S55C 
등의 재질로 추정되며 두께 100 mm 쇠파이프 제조

시 고정핀 a의 재질로 고정핀 3개를 사용할 경우

에 구조 안정성이 확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

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볼 때, 사고 당시 주형 내

부 용융금속 중량 및 유동현상으로 인해 고정핀이

구조 안정성을 만족하지 못하여 파단 되면서 용융 

금속이 외부로 유출되고 하부 냉각 미분수와 접촉

하여 수증기 폭발을 일으킨 것으로 판단할 수 있

다. 따라서 이러한 법공학적 연구를 통해 본 사고

의 법적 책임소재는 충분한 강도를 지니지 못하여 

고정핀 파단의 기초 원인을 잠재시킨 고정핀 제조

사와 사용 시 공정 변경의 검증을 통해 안정성 평

가를 수행하지 않은 점검자, 운영자에 대해 일정부

분을 과실상계하여 최종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

료된다. 유사사고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이와 같

은 공정 변경이 있을 시에 이에 대한 검증을 통해 

충분한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작업자에 대한 

공정 및 안전 교육이 시행되어야 한다. 또한 원심

주조기 제작기준, 안전기준, 검사기준과 같은 원심

주조기 관련 기준을 상세히 규정하여 안정성을 확

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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