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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를 사용하는 설비에서의 폭발 험장소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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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e hazardous areas where explosive liquids, vapors and gases exist, electrical apparatus/equipment 
should have explosion-proof construction. The consuming of liquefied natural gas(LNG) has markedly increased in 
the industrial field, especially in aspect of some thermoprocessing equipment; boiler, dryer, furnace, annealer, kiln, 
regenerative thermal oxidizer(RTO) and so on. Because it has many merits; clean fuel, safety, no transportation/storage 
facility and so on. It is strongly recommend that the classification of hazards has to be decided to prevent and protect 
explosion which may occur in thermoprocessing equipment. In this paper, the operated thermoprocessing equipments in 
industrial area investigated and explosion risk assessment about LNG leakage from its facilities was performed through 
numerical calculation and computer simulation. Finally, we suggest the systemic/technical approach for safety assess-
ments of thermoprocessing equipments consumed LNG fuel which are specially subjected to classification of hazar-
dous area.
Key Words : thermoprocessing equipment, ignition hazard, hazardous area/zone, boiler, explosion protection

1. 서 론* 

1973년 미국 뉴욕 주 스테이튼 섬에서 발생한 

40명의 사망자를 낸 LNG에 의한 화재․폭발사고

를 비롯하여 선진 40개 국가에서의 화학물질별 중

대산업사고 발생건수도 타 물질에 비해 천연 또는 

액화가스가 188건으로 가장 높다1).
최근 들어 산업용 보일러, 건조로 등의 연료가 

벙커시유에서 경제성 및 대기환경 문제 등의 장점

을 갖는 LNG로 많이 교체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

부령 제30호; 2011. 7. 7 개정) 제230조 및 제311조에 
따르면, 인화성/가연성 가스․증기․분진을 제조․

취급․사용하는 장소는 폭발위험장소로 구분하여 

관리함과 동시에 적합한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를 사용토록 하고 있다. LNG가 가연성 가스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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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LNG를 사용하는 산업용 보일러, 건조로 

등도 당연히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로 변경․교

체 설치하여야 하나, 이들 설비가 폭발위험장소 적

용 대상설비가 아닌 벙커시유를 사용하였고 과거

에 시설하여 사용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현실법 적

용의 한계점을 안고 있는 게 사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산업용 보일러 등의 열원으로 기

존의 벙커시유에서 LNG로 변경할 때 발생되는 제

반 문제점 등을 실태조사를 통하여 도출함과 동시

에 관련 해외 규격 검토, 계산 및 컴퓨터 시뮬레이

션을 통하여 LNG를 사용하는 열원 사용설비 주변

에서의 폭발위험장소 구분에 대한 제도/기술적인 

접근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2. 국내 관련기준 및 사업장 실태

2.1. 국내 관련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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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등) 및 동법 제49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제

출 등)에 따라 제출 대상은 원유정제 처리업 등 

“업종대상”, 건조설비 등 “설비대상” 또는 “유해․

위험물질을 규정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경우 “유
해․위험방지계획서 또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

하도록 정하고 있다2).
인화성가스 및 액체의 경우 규정수량으로 하루 

취급량이 5,000 kg(저장량 기준 200,000 kg)을 초

과하는 경우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이와 유사한 관련법으로는 가스사업자 고

압가스안전관리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성

향상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대상은 하루 최

고 고압가스 저장능력 100톤 이상 또는 처리능력 

1만 m3 이상인 사업자이다.
LNG의 사용량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LNG를 사용하는 

산업설비 및 사업장은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2.2. LNG를 사용하는 열원발생 설비

1996년부터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시행 후 대상

사업장은 2008년 기준 최고 820개 사업장으로 확

대되어왔다. 이들 사업장중 업종을 제외한 인화성 

가스 등 위험물질의 규정수량에 따른 제출사업장

은 649개 사업장으로 약 80 %를 점유하며, LNG의 

사용 및 증설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사

업장은 전국 767개 사업장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이들 사업장 중에는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시행이

전에 설치된 설비가 중부권의 경우, 약 40 %를 점

유하며 이들 열원발생설비중에서 수량으로 보일러

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
LNG는 연소 시 공해물질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공기보다 가벼워 누출되어도 쉽게 확산되어 공간 

내 체류 가능성 낮으며, 배관으로 공급되어 수송수

단 및 저장수단이 필요 없다는 장점으로 산업용 

Boiler, Dryer, Furnace, Annealer, Kiln, RTO(Regen-
erative Thermal Oxidizer) 설비 등의 연료로 기존 

연료(LPG, 벙커시유)의 대체연료로 사용이 증가되

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3). 이중에서 기존의 열처리 

설비의 경우 대부분 비방폭형이다.
대표적인 LNG 사용설비는 산업용 보일러가 있

는데 크게 직화 노통식과 물을 끊이는 수관식으로 

나뉜다.
Fig. 1은 노통식 보일러의 구성도를 나타낸 것이

며, 보일러의 주요 구성설비는 본체, 버너, 밸브(차
단, 조절), 압력스위치, 점화기, 화염검출기 및 압

력계 등으로 구성된다.

Fig. 1. Schematic diagram of smoke tube boiler.

Fig. 2는 비방폭형 수관식 보일러, Fig. 3은 방폭

형의 수관식 보일러의 외관 사진을 나타낸 것이다. 
Fig. 4는 LNG를 외부 파이프라인으로부터 공급받아 

사업장 내에서 감압, 정압한 후 열원 설비인 Boiler, 
Dryer, Furnace, Annealer 등으로 공급하는 정압기

를 나타낸 것이다. 정압시설을 구성하는 전기설비

(가스미터기, 밸브, 가스감지기, 등기구 등)는 모두 

방폭형으로 조사되었으며, 열처리 설비의 규모에 

따라 LNG의 공급 배관의 크기가 달라진다.

Fig. 2. Photo of water tube boiler(non-explosion proof type).

Fig. 3. Photo of water tube boiler(explosion proof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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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hoto of LNG governor station.

3. LNG 누출 확산 계산 및 시뮬레이션

LNG가 누출되었을 때, 여러 가지 누출 변수에 

따라 확산되는 범위를 알아보기 위하여 KOSHA 
GUIDE E-47-2010 “가스폭발위험장소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기술지침”을 사용하여 아래와 같이 

계산 및 검토를 수행하였다4,5).

3.1. Case #1
LNG가 누출되었을 때를 가정하여 대상설비는 

RTO 설비, 누출면적 2.5 mm2, 입력조건은 Table 1
을 사용하여 가스폭발위험장소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기술지침4)을 적용하여 계산하였다. 그 결과 

누출원으로부터 폭발위험장소는 반경 약 1 m로 

형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1. Input conditions for modeling of LNG leakage

Item Conditions Remark

출
특성

가연성 물질 메탄

분자량 16.05 kg/mol

출원 배  랜지, 밸

배  내 압력 0.5 kg/cm2G

폭발하한, LELmin 3.8%Vol.(0.0254 kg/m3) MSDS 기

출등 2차

안 계수, k 0.5

출 속도 (dG/dt)max 4.3×10-4 kg/s

환기
특성

조건 옥외

옥외 크기 3,400 m3
한 변 15 m

풍속 1.4 m/s 옥외

환기 횟수, C 0.093/s 옥외

품질계수, f 1

주  온도, T 34.1℃ 최고 온도 용

3.1.1. 계산결과4)

신선한 공기의 최소 유량((dV/dt)min)은 다음 식

과 같다.

min ×min
max

×

 (1)

(dV/dt)min : 누출원에서의 최대 누출률(kg/s)
LELmin : 폭발하한(kg/m3)
k : LELmin로 표시되는 안전계수(2차 누출 : 0.5)
T : 주위 온도(K)

식 (1)에서 구한 신선한 공기의 최소유량은 0.04 
m3/s이다.

가상체적(VZ)은 다음 식과 같다.

  × 

×min (2)

f : 환기의 유효성(이상 : 1, 장애 : 5)
Vk : (dV/dt)min과 실제 환기율 사이의 체적

C : 단위시간당 환기횟수(s-1)

식 (2)에서 구한 가상체적은 3.8 m3이다.
지속시간(t)은 다음 식과 같다.

 
 ln

min × (3)

X0 : 가연성 물질의 초기 농도

C : 단위 시간당 환기횟수(s-1)
t : 지속시간

f : 환기의 유효성(이상 : 1, 장애 : 5)
ln : 자연 로그

k : LELmin과 관련된 안전계수

식 (3)에서 구한 지속시간은 42.6 s이다.
식 (1), (2) 및 (3)으로부터 식 (4)와 같이 폭발위

험 반경(R)을 구할 수 있다.

VZ = 3.8 m3






 (4)

식 (4)에서 구한 폭발위험장소 반경은 약 1 m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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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Case #2
LNG가 누출되었을 때를 가정하여 대상설비는 

건조설비로 Simulation 조건은 아래와 같다.

- 물질 : 메탄

- 누출원(압력) : 0.5 kg/cm2

- 비중 : 0.55
- 환기 : 고환기(옥외)
- 가상체적 : 무시

- 누출원(직경) : 10.16 mm(4")
- LEL 지속시간 : 40 s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에서 제작․보급한 ‘종합위험관리체제-K-CARM’
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는 Fig. 5와 같다. 풍속 1.5 
m/s, 지상 1 m, 600 s에서의 농도 50,000 ppm 이상의 
증기운의 측면도를 나타낸 것이다.

Fig. 5. Simulation result on the formation of vapour cloud 
from LNG leakage of drying equipment-side view.

4. 결과 및 검토

4.1. 국내외 관련법 및 기술기준의 적용

공정안보고서를 제출하여야할 사업장에 대하여 

영국의 경우6)는 난방용 보일러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미국의 경우7)는 난방용 보일러는 제

외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관련 가스폭발위험

장소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기술지침4), 도시가스

사업법관련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

사기준8)에는 보일러에 대하여 방폭시설을 하지 않

아도 좋다는 명시된 규정이 없다. 단, 도시가스사

업법에서는 암모니아 및 브롬화메탄의 제조/저장

설비는 방폭시설 구비조건에서 제외하고 있다.

4.2. 설비 이력에 따른 차등 적용 방법

연료가 LNG로 바뀌기 전의 비방폭형 설비에 대

한 특히, 중․소규모 사업장의 경제사정을 감안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 경우 일반형의 전기기기를 순차적으로 방폭

설비로 전환하는 경우 점화원 발생 확률이 높은 

설비(스위치, 전동기, 조명기구, 계측기 등)부터 실

시하는 것이 안전측면에서 유리하다.
방폭전기기기로 변경하기 전에 경제성, 사업장

의 환경 등을 참작하여 다음 방폭화 기술사항을 

사전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폭발위험장소의 실내 양압화

 - 점화원의 비폭발위험장소로 이격

 - 폭발위험장소와 비폭발위험장소의 구획화

폭발위험장소의 실내를 양압화하는 경우에는 원

칙적으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12조에 따

라 항상 양압(25파스칼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비방폭형의 전기기기를 현장에서 양압화하여 사

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의무안전인증을 확

인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4.3. 가스 누출확산 모델에 의한 폭발위험장소의 
검토

LNG가 누출되었을 때를 가정한 계산 및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 폭발위험장소가 형성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LNG의 누출가능성이 있는 

주변의 전기기기를 방폭형으로 하여야 한다.
아울러, 폭발위험장소는 LNG를 사용하는 설비

의 규모, 취급압력, 환기정도 등에 따라 크게 영향

을 받으므로 가스누출 확산 모델(프로그램)에 의한 

위험장소 결정을 참고로 하여 NFPA 4979)에서와 같

이 현장 엔지니어의 경험 및 지식을 반영하여 결

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4.4. 위험성 평가를 통한 폭발위험장소로의 접근
방법

Appendix 1은 열처리로 등 LNG를 연료로 사용

하는 설비의 내․외부에서의 폭발위험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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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를 하기 위한 체크리스트의 한 예를 정리하여 

나타 낸 것이다9-11). 이 체크리스트 법은 보일러 등

의 주변 전기설비를 방폭으로 할 것인지 또는 비

방폭으로 할 것인지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장

점이 있다.
아울러 Appendix 2는 폭발위험장소를 구분하기 

위한 체계적 접근방법4)을 나타낸 것이며, 이 도식

은 폭발위험장소 구분 및 등급(0종, 1종, 2종)을 결

정하는데 편리하다.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활용하면 폭발위험장소 

또는 비폭발위험장소로의 구분 및 접근이 용이하

게 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열처리 

설비의 국내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보

일러 등의 연료변경에 따른 폭발위험장소 설정/구
분하기 위한 국내외 관련법령/기술기준을 검토하

고, 또한 이들 기준을 활용하여 폭발위험장소 범위

를 수계산 및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확인하

였으며, 이를 토대로 하여 LNG 연료를 사용하는 

설비에서의 폭발위험장소 구분에 대한 제도적/기
술적 접근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1) 원칙적으로 ‘정상/이상상태’에서 LNG의 누출 

및 체류에 의한 폭발성분위기의 형성이 가능한 지

역은 폭발위험장소로 구분하여야 한다.
2) 최우선적으로, 폭발위험장소를 구분하기 위

한 체계적 접근방법에 대한 도식과 열처리로 등에

서 사용할 수 있는 폭발위험성 평가기법을 활용하

여 폭발위험장소와 비폭발위험장소로 접근하여야 

한다.
3) LNG 연료로 전환하기 전의 기존설비/중소사

업장과 신설/대기업과의 적용 기간의 차등 적용 등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

4) 설비 주변에 나화가 있는 경우나 LNG의 발

화온도 이상 고온 표면(실내의 연통, 보온재 내부 

가스침입 등)이 상시 존재하는 열처리 설비는 비

폭발위험장소로 관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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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Explosion risk assessment checklist

Checklist item Yes No Comments

► 가연성 물질 사용을 회피할 수 있는가? □ □

► 가연성 물질의 폭발성 혼합물 형성을 회피할 수 있는가? □ □ - 치환  방법

► 가연성 물질의 폭발성 분 기 형성을 회피할 수 있는가? □ □ - 공기 차단
- 기술  설방지

► 설비내부에서 폭발성 분 기 형성의 최소화가 가능한가? □ □

 • 공정조건상 무시할 만한 농도인가? □ □ - 안  퍼지,
- 설 방지

 • 농도는 폭발 상․하한계 이상 는 이하로 안 한가? □ □ - 압력 불안정
- 압력 보정/유지

 • 설비 운 /정지 시에 폭발범 를 회피할 수 있는가? □ □ - 치환 부피량
- 폐기술/방법

 • 운  에 폭발 상한계를 과하여, 설비외부에서 폭발분 기 형성할 수 있는가? □ □ - 폐/ 설 확인

 • 폭발범  내에서의 운   진공시스템에 하여 공기유입으로 인한 
폭발분 기를 형성할 수 있는가?

□ □

 • 압력 하(진공 운  )에 따른 폭발 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가? □ □

 • 운  에 압력 하에 따른 폭발 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가?
□ □

- 실패시 원차단
- 치환

  - 치환하는 동안 산소 는 공기의 충분한 양이 보충되어 폭발 분 기가 재차 
형성되지 않도록 고려하고 있는가?

□ □ - 배기

 • 장상황  시간종속 변동에 따른 이론상의 산소 허용농도와 최고 허용농도를 
안 율로 규정하고 있는가?

□ □ - 치환 량(계산)

 • 분진의 축 을 회피할 수 있는가? □ □

► 설비 내부에 폭발성 분 기 형성을 방지하기 한 지 는 제한 검사기 이 
있는가?

□ □ - 불필요한 퍼지
- 유량 제한

►  사항 이외에도 설비 내부에서 폭발성 분 기 형성이 가능한가? □ □ - 불필요한 퍼지
- 검사

► 폭발성 분 기로의 화방지를 하여 모든 필요한 것들을 조치하는가? □ □ - 양압
- 기술  설 방지

 • 험장소의 구별  표시를 하는가? □ □

 • 험장소 구분에 따른 알려진 화원인가? □ □

► 직 인 환경 향(압력방출) 없이 최신의 설계기술에 의해 폭발 향을 무시할 
만한 수 으로 제한하는가?

□ □ - 환경 향

 • 내압방폭구조로 제한하는가? □ □

 • 폭발압력방산으로 제한하는가? □ □

 • 폭발억압으로 제한하는가? □ □

 • 인 설비로의 화염  폭발 를 방지하는가? □ □

  - 가스, 증기, 연무용 화염 스크린 시스템인가? □ □

  - 분진용 화시스템인가? □ □

  - 혼성 혼합물용 폭발 화시스템인가? □ □

► 설비 주변에서 폭발성 분 기 형성을 방지할 수 있는가? □ □

 • 공정기술 측정, 장비 설계, 장비 설치는 폭발성 분 기 형성을 방지하는가? □ □ - 설계, 설시험
- 유지 리 사항

 • 장비/시설은 폐구조인가? □ □ - 비눗물 검사
- 환기
- 운 기술 지침

 • 환기  배기 측정을 수행하는가? □ □

► 설비 주변에서 농도를 측정하는가? □ □
- 기술  폐
- 안 운  차
- 비눗물 검사
- 주기  검사

 • 가스 경보시스템으로 하는가? □ □

 • 자동 가스 출 감지  경보시스템으로 하는가? □ □

 • 자동 가스 출 감지  차단시스템으로 하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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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ed form Appendix 1.)

Checklist item Yes No Comments

►  사항 이외에도 설비/장비 주변에서 폭발성 분 기 형성이 가능한가? □ □ - 폐
- 주기  검사

► 폭발성 분 기로의 화방지를 하여 모든 필요한 것들을 조치하는가? □ □ - 기술  설 방지
- 설검사

 • 험장소의 구별  표시를 하는가? □ □ - 벤트 배  출구

 • 험장소 구분에 따른 알려진 화원인가? □ □

► 직 인 환경 향(압력방출) 없이 최신의 설계기술에 의해 폭발 향을 무시할 
만한 수 으로 제한하는가?

□ □ - 환경 향

 • 고압용기 내에 수납하는가? □ □

► 기술  측정의 효과성을 입증하기 하여 조직 으로 측정을 하는가? □ □ - 환경 향

 • 운 지침을 이용하는가? □ □

 • 유자격 운 원을 채용하는가? □ □

 • 운 원에 한 교육을 하는가? □ □

 • 장에 작업허가서를 비치하는가? □ □

 • 폭발 험장소를 표시하는가? □ □ - 나화, 흡연
- 보호반경

► 보수작업 후에 보호  측정을 하는가? □ □ - 설 측정
- 배  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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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 Schematic approach to the classification of hazardous ar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