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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석유화학공장에서 화재 · 폭발사고는 매년 반복되고 있으나 화재 방호시스템에 관한 국내 법규는 최악의 화재 시나리

오에 대응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석유화학공장에서 국내외 화재 방호시스템의 기준을 비교 · 분

석하고 울산국가산업단지 석유화학공장 32개소의 소화설비 현황을 조사하였다. 결론적으로 석유화학공장에서 소화용수

는 최악의 화재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하여 설계하고 고정식 물분무 설비, 고가 모니터 노즐, 워터커튼 설비, 대용량 포

모니터 설비와 같은 소화설비가 최악의 화재 시나리오에 대비하여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Hydrocarbon fires and explosions in petrochemical plants have occurred repeatedly every year. But domestic law of fire

protection system is insufficient for the worst case scenario. In this study, we analyzed domestic and foreign standards of

fire protection system in petrochemical plants and surveyed firefighting equipment of 32 petrochemical plants in ulsan

petrochemical complex. Finally, it is necessary to design fire water supply based on the worst case scenario in petrochemi-

cal plants and firefighting equipment such as fixed water spray system, elevated monitor nozzle, water curtain, large

amount foam monitor system should be installed for the worst case scenario in petrochemical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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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석유화학공장은 고온 · 고압의 위험물을 제조, 취급 및 저

장하는 장치산업으로 대형화재의 잠재적 위험이 크고, 사고

시 그 피해도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석유화학공장에 설치

되는 화재방호시스템은 국내 법규 또는 해외 기준 등에 의

해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 화재방호시스템(fire protection

system)은 화재시 소화, 경보설비, 연소확대 방지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며 소방설비(firefighting equipment)는 능

동적 화재방호시스템(active fire protection system)에 포

함된다. 그러나 다양한 위험공정을 보유하고 있는 석유화

학공장에 적합한 소화설비의 기준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

으며 대형화재시 소화용수가 충분히 공급되도록 설계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국내 법규, 미국방화협회(NFPA) 코드

및 선진사의 소화설비 기준 등을 비교 분석하고 울산국가

산업단지 석유화학업체 32개사에 대한 소화설비 현황 및

안전관계자의 의견을 조사하여 석유화학공장의 소화용수

및 소화설비의 개선점을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소화설비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국내외 소화설비 기준

석유화학공장 소화설비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해 규

제되고 있으나 관련 규정은 초기소화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을 규정하고 있어 유화업계는 미국방화협회(NFPA) 또

는 미국석유협회(API) 규격을 참고하여 강화된 기준을 자

율적으로 설계에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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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국내 소화설비 기준

위험물 시설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거 제조소, 취급소

및 저장소로 구분하여 위치, 구조 및 설비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으며 소화설비는 시설의 위치, 규모 및 취급량 등

에 따라 소화난이도 등급을 3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Table 1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규제하는 소화설비를

나타낸 것으로 소화난이도 등급 1에 해당하는 제조소 등

에는 옥내 ·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

소화설비 중 적응성 있는 설비를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화

재발생시 연기가 충만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스프링클

러설비 또는 이동식 외의 물분무등 소화설비를 설치토록

규제하고 있다.

소화용수의 경우 옥내 · 옥외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및

물분무 소화설비는 최소 30분 이상 확보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공정위험도, 위험물 취급량 등을 고려하여 소화시

간을 정하고 소화수원을 확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화학설비의 소방용수 산출 및 소

화펌프 유지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P-43-2002)에

의하면 Table 2, Table 3과 같이 공정위험도에 따라 2시간

~4시간 정도의 소화용수를 확보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1)

.

2.2 국외 소화설비 기준

석유화학공장의 소화설비 설계시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국

제규격으로는 미국석유협회(API) 및 미국방화협회(NFPA)

에서 권고하는 기준이 있으며 관련 기준은 다음과 같다.

· API RP 2001, fire protection in refineries

· API RP 2030, application of fixed water spray

systems for fire protection in the petroleum and

petrochemical industries

· NFPA 11, standard for low-, medium-, and high

expansion foam

· NFPA 15, standard for water spray fixed systems for

fire protection

· NFPA 30, flammable and combustible liquids code

Table 1. Domestic Law of Firefighting Equipment for Petrochemical Industries

Hazardous area Firefighting equipment

Chemical

process

Process area is more than 1,000 m
2

Indoor, outdoor fire hydrants sprinkler system

water spray system

(Fixed system should be required in the smoke-filled area)

Legal amount is more than centuple

Equiment elevation is more than 6 m

Storage

tank

Surface area is more than 40 m
2

Fixed foam system

Tank elevtion is more than 6 m

Legal amount is more than centuple

(underground & marine tank)

Legal amount is more than centuple

(solid dangerous substances)

Table 2. Fire Water Flow Duration for Petrochemical Indus-

tries (KOSHA GUIDE P-43-2002)

Risk grade Fire water flow duration Fire water supply

High 4 h 1,620~3,240 m
3
/h

Middle 3 h 1,080~1,620 m
3
/h

Low 2 h 0,540~1,080 m
3
/h

Table 3. Unit Hazard Classification of Petrochemical Process (KOSHA GUIDE P-43-2002)

Risk grade Unit hazard classification Typical process

High

· Flammable liquid lower than flash point is more than 500 ton

· Flammable gas is more than 100 kg

· Flammable gas pressure is more than 5 MPa

· Flammable solid is more than 100 ton

Crude oil/vacuum distillation, naphtha hydro-crack-

ing, BTX, ethylene oxide, propylene oxide, polyeth-

ylene, polypropylene etc.

Middle · Between high and low grade
Low pressure ammonia, ammonium nitrate, fired 

heater, adipic acid, terephthalic acid, etc.

Low

· Flammable liquid is less than 5 ton

· Flammable gas is less than 100 kg

· Flammable gas use is less than 100 kg

· (Operation pressure is less than 0.5 MPa)

· Flammable solid is less than 5 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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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I RP 2001에서 포소화설비는 인화성액체의 2차원 누

출 화재 또는 저장탱크 내부 화재 소화에 적합하며 다량의

액화석유가스를 함유하고 있는 가연성가스 또는 가연성액

체의 화재 소화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

API RP 2030에서 물분무 소화설비는 설계목적에 따라

용기류 및 지지대는 노출 방호용으로, 펌프 및 압축기는

화세 제어용으로, 가연성고체 및 인화점 60
o
C 이상의 불

용성 가연성액체는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고 Table 4와

같이 방수량을 달리하여 설계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3)

.

또한 소화용수의 경우 정유공장은 최대유량으로 4~6시

간 이상 충분히 공급할 수 있을 정도의 수원을 확보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3)

.

2.3 국내 정유사 소화설비 기준

원유정제, 납사열분해 등 고위험 공정을 보유하고 있는

정유사의 경우 소화설비 설계 시 API 또는 NFPA CODE

등을 참고하여 자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4-6)

.

공정화재시 복사열로부터 주위설비 보호를 위하여 위험

도가 높은 펌프, 압축기 및 공기냉각기 등 설비에는 고정식

물분무 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방차의 접

근이 어려운 지역에는 공정 상층부에 모니터 노즐(elevated

monitor nozzle)을 설치하여 방호대상물에 대한 사각지역

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7,8)

.

공정지역에 필요한 소화용수 공급량은 해당 공정지역의

면적 및 원료처리량을 고려한 소요량과 물분무설비의 최

대 소요량을 합산하여 산정하는데 특히 원유정제, 납사열

분해 등 고위험공정의 경우 소화용수 최대유량이 2,000

m
3
/h 이상으로 4시간~6시간 이상 공급 가능하도록 설계하

고 있으며, 소화수원은 10만 m
3
 이상 충분히 확보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9-12)

.

3. 울산국가산업단지 석유화학업체

소화용수 현황

3.1 개 요

본 연구에서는 울산국가산업단지의 석유화학업체 32개

사에 대하여 소화용수 현황을 조사하고 안전관리 관계자

들의 의견 파악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조

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각 사 소화용수 소요량 대비 공급량 적정여부, 소화시

간, 소화수원 확보 현황

· 석유화학공장에서 고정식 물분무소화설비의 설치 필

요성 및 소화시간에 관한 의견

· 기타 석유화학공장의 소화설비 개선에 필요한 의견 등

3.2 조사결과 분석

울산국가산업단지의 석유화학업체 32개사의 주요 공정

화재 시나리오에 따른 소화용수량, 소화수원, 포소화약제

보유현황 등에 대한 조사결과는 Table 5와 같다. 여기서

고위험공정은 unit hazard classification에 따라 crude/

vacuum distillation (over 100,000b/d), hydroracking,

butadiene recovery, ethylene (compression & fractionation),

propylene oxide, polyethylene (high pressure unit)으로 분

류한다
(8)

.

3.2.1 소화용수 및 소화수원

석유화학공장의 단위공정이 동시에 2개소에서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소화설비를 설계하고 있으므

로 화재 위험성이 가장 높은 단위공정에서의 화재를 최악

의 화재 시나리오로 선정하였으며, 소화용수량은 해당공정

에 설치되어 있는 법정 소화설비에 소요되는 방수량을 모

Table 4. Application of Fixed Water Spray Systems (API RP 2030)

Application Equipment & structures App. rate (L/min · m
2
)

Exposure protection

General 4.1~10.2

Air-fin coolers. compressors, fired heater supports,

lpg loading racks, motors, pipe racks pressure vessels,

exchangers & towers, transformers, turbines

10.2

Compressors in building 12.2

Pressurized storage tanks 4.1~10.2

Atmospheric storage tanks 4.1

Process buildings & structures 6.1~23.3

Pumps 20.4

Control of burning 12.2~20.4

Extinguishment

Combustible solid 6.1~12.2

Combustible liquid 14.6~20.4

Flammable liquid
May not be desirable

or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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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합산하여 산정하였다
(8)

.

최악의 공정화재 시나리오에 따른 소화용수 최대 소요

량 조사결과 Figure 1과 같이 고위험공정을 다수 보유한

정유 2개사는 3,500 m
3
/h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조사대상의 74.9%는 최대 1,000 m
3
/h까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화재발생시 실제 공급 가능한 소화용수량 조사결

과 고위험공정을 다수 보유한 정유사는 5,500 m
3
/h 이상

공급 가능하였으며, 조사대상의 68.8%는 최대 1,860 m
3
/h

까지 공급 가능하며 각 사별 소화용수 공급량은 소요량 대

비 1개사를 제외하고는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화수원 소요량은 Figure 2와 같이 고위험공정을 다수

보유한 정유사는 16,000 m
3
~37,000 m

3
 정도 소요되었으며,

조사대상의 65.6%는 1,000 m
3
 미만, 28.1%는 1,000 m

3
~

3,000 m
3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실제 사용가능한 소화수원 확보량 조사결과 고위

Table 5. Survey Results for Fire Water Supply in Ulsan Petrochemical Plants

Unit

No.
Typical process unit

Fire water supply

(m
3
/h)

Required fire

water flow

duration (h)

Quantity of fire

water (m
3
)

Available

foams

(L)

Unit

hazard

classficationRequired Available Required Available

01 Dioctyl phthalate 690 200 1 690 1,000 10,000 Medium

02 Buthyl acetate 162 200 1 162 1,000 14,000 Medium

03 C5 petroleum resin 185 330 0.5 93 330 9,360 Medium

04 Normal paraffine 85 348 1 85 4,220 16,640 Medium

05 Fumaric acid 374 450 1 374 550 9,200 Medium

06 Maleic anhydride 381 500 1 381 1,000 11,300 Medium

07 Alkyl benzene 70 570 1 70 756 7,460 Medium

08 Poly vinyl chloride 518 680 1 518 1,500 960 Medium

09 Poly THF 368 680 0.5 184 6,000 18,234 Medium

10 Polypropylene glycol 687 700 2 1,374 4,900 17,800 Medium

11 Acetic acid 420 820 2 840 7,200 14,660 Medium

12 Poly stylene resin 395 900 2 790 3,500 12,200 Medium

13 P-terephthalic acid 300 1,000 1 300 24,000 15,340 Medium

14 Propylene 626 1,050 2 1,252 1,600 5,500 Medium

15 Epichlorohydrin 581 1,200 2 1,162 31,000 45,700 Medium

16 PET 1,010 1,260 2 2,020 18,100 19,700 Medium

17 P-terephthalic acid 189 1,390 0.5 95 5,000 3,200 Medium

18 Cyclohexanone 385 1,400 0.5 193 2,370 32,837 Medium

19 P-terephthalic acid 557 1,498 2 1,114 20,000 15,148 Medium

20 Poly stylene resin 594 1,600 0.5 297 1,600 13,640 Medium

21 HDPE 189 1,800 1 189 16,000 15,600 Medium

22 Hydrocracking 1,020 1,860 1 1,020 70,000 28,904 High

23 P-terephthalic acid 792 2,096 1 792 4,834 13,070 Medium

24 LDPE 317 2,381 2 634 4,800 16,600 High

25 Propylene oxide 1,538 2,386 2 3,076 18,000 52,389 High

26 Acrylronitrile 1,572 3,040 0.5 786 1,200 11,300 Medium

27 Acrylronitrile 388 3,300 1 388 3,000 16,600 Medium

28 Propylene 1,572 3,350 1 1,572 2,350 240 Medium

29 Butadiene 687 4,665 1 687 12,000 11,100 High

30 Crude oil disllation 3,696 5,523 10 36,960 132,200 112,575 High

31 P-xylene 1,675 5,888 1 1,675 6,000 37,900 Medium

32 Crude oil disllation 4,000 8,000 4 16,000 100,000 100,000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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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공정을 다수 보유한 정유사는 10만 m
3
 이상 충분히 확

보하고 있었으며, 68.8%는 7,200 m
3
까지, 21.9%는 12,000~

31,000 m
3
 정도 보유하고 있어 각 사별 소화수원 확보량은

소요량 대비 충분하게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2.2 소화시간 및 포소화약제

공정화재시 화재진압에 예상되는 소요시간을 Table 5에

나타내었으며, Figure 3과 같이 조사대상의 47%가 최대 1

시간 정도, 28%가 2시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응답하였으

며 고위험 공정을 다수 보유한 정유사의 경우 4~10시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응답했다.

소화시간의 경우 2011년 8월 17일 울산석유화학공단 내

석유화학업체에서 발생한 화재사례를 보면 poly styrene

reactor run-away reaction으로 다량의 미반응 styrene

monomer가 외부로 유출되며 화재가 발생하여 7명의 사상

자와 11.8억원의 재산피해를 발생시키고 출동한 170여명

의 소방대와 41대의 소방차에 의해 약 2시간 40분 만에

완전 진화된 사례가 있다.

당시 보수작업 후 반응기 시운전 과정에서 14시 53분경

화재가 발생하여 17시 28분경 완전진압 되었으며, 화재가

발생한 poly styrene plant 연면적은 1,141 m
2
이며 화학설

비가 옥외 공작물에 약 5층 높이로 설치되어 있었으나 고

정식 물분무 소화설비 없이 옥외포소화전만 설치되어 있

어 추가 폭발의 위험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소방대에 의해

화염에 노출된 인접설비를 냉각시킴으로서 연소확대 방지

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포소화약제의 양은 Figure 4와 같이 공정 지역이 넓고

장시간 소화가 예상되는 정유사의 경우 100,000 L 이상 보

유하고 있었으며, 조사대상의 16%는 20,000 L~50,000 L,

56%는 10,000 L~20,000 L, 22%는 10,000 L 이하로 보유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소화약제의 양은 위험물 보유량, 방호대상물 표면적,

소화시간에 의해 결정되며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거 이동

식 포소화전 설비의 경우 30분, 고정식 포헤드 설비의 경

우 10분, 옥외저장탱크 보조포소화전의 경우 20분 정도로

초기소화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 이상은 보유하고 있으나

위험물 다량 보유시 장시간 소화에 대비하여 추가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3.2.3 안전관계자 의견분석

석유화학공장의 화재시 노출부 방호를 위한 고정식 물

분무 소화설비, 워터커튼의 설치 필요성 및 소화수원 2시

Figure 1. Fire water supply.

Figure 2. Quantity of fire water.

Figure 3. Required fire water flow duration.

Figure 4. Quantity of foams 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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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4시간 확보 필요성에 대하여 조사대상의 72.5%가 필

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석유화학공장의 소화설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

로는 API, NFPA CODE 준용, 대형화재에 대비하여 포소

화약제 다량 확보, 석유화학공단 입주업체간 포소화약제

공동관리 또는 상호 지원체제 확립, 전문 소방훈련센터 설

치 등 의견이 있었다.

4. 석유화학공장 소화설비의 문제점

4.1 소화용수

석유화학공장의 소화설비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해

규제되고 있으나 공정에 설치되는 용기류, 탑류, 열교환기,

가열로, 반응기, 펌프, 압축기 등 다양한 화학설비에서 화

재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방호기준이 없이

획일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고정식 물분무 설비도

연기가 충만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만 의무 설치토록 하고

있고 소화시간도 초기소화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규제하고

있어 대형화재에 취약한 실정이다.

4.1.1 소화용수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하면 석유화학공장의 옥외

공정지역은 공작물로서 소화난이도등급 I에 해당되더라도

옥외포소화전으로 방호하면 되므로 필요한 법정 소화용수

는 1,800 L/min 이상이면 충족된다. 이는 옥외포소화전의

경우 방수량은 450 L/min으로 설치개수가 4개 이상인 경

우 4개만 산정하면 되기 때문이며, 연기가 충만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만 고정식 소화설비를 의무 설치해야 하는 규

정 때문에 옥외 공정지역은 고정식 물분무등 소화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석유화학공장의 경우 화재위험이 큰 화학설비에

고정식 물분무설비 또는 워터커튼 설비를 자율적으로 설

치하고 있으며, 소화용수 공급량도 법적 기준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4.1.2 소화시간

소화시간의 경우 옥내 및 옥외포소화전은 30분, 포헤드

설비는 10분, 물분무 소화설비는 30분 이상만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공정지역에 필요한 법정 소화수원은

54 m
3
 이상 이면 충족된다. 이는 옥외 공정지역에는 방수량

450 L/min인 옥외포소화전을 3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

상으로 최대 4개까지 산정하면 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조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석유화학공장에서 실제

보유하고 있는 소화수원은 법적기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초기소화 보다 장시간 화재에 대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2 소화설비

석유화학공장의 공정설비는 대부분 위험물질을 취급하

고 있어 화재 복사열에 노출될 경우 적정하게 냉각되지 않

으면 2차 폭발의 위험이 있으나 소화, 화세제어, 증기운

희석, 노출부 방호를 위해 화학설비에 대하여 고정식 물분

무 소화설비 또는 워터커튼 설비 등 설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의 소화난이도등급 I

에 해당되더라도 연기가 충만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만 이

동식외의 물분무등 소화설비를 의무 설치하도록 하고 있

으며 인접설비로의 연소확대 방지를 위한 워터커튼 설비

설치 관련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포모니터 노즐의 경우 옥외저장탱크 또는 이송취급소의

펌프설비 등이 안벽, 부두, 해상구조물 등의 장소에 설치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의무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화학

설비가 밀집되어 있는 옥외 공정지역 및 전면화재의 위험

이 있는 대량위험물 저장탱크 지역에는 의무 설치 규정이

없는 실정이나 현장에서는 화재시 복사열을 고려하여 자

율적으로 포모니터 노즐을 설치하고 있다.

2001년 6월 7일 미국 Louisiana Orion Norco에서 발생

한 직경 82 m인 휘발유 탱크 전면화재 및 2005년 12월 11

일 영국 Buncefield oil 저유소에서 발생한 위험물 저장시

설 화재시 분당 10,000 L 이상 방수할 수 있는 대용량 포모

니터를 활용하여 진화에 성공한 사례가 있으며 상기 화재

에서 사용된 포소화약제의 양도 각각 106,000 L, 250,000 L

에 이르고 있는 점을 볼 때 대량위험물 저장시설이 밀집한

지역에는 대용량 포모니터 노즐 및 포소화약제의 추가 확

보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5. 석유화학공장 소화설비의 개선방안

5.1 소화용수

석유화학공장의 대형화재시 화재가 완전히 진압될 때까

지 소화용수가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하나 이러한 소화

시간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용하지 않을 경우 소화수 부족

으로 인접 공정으로의 급격한 연소 확대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소화용

수 개선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5.1.1 소화용수

소화용수는 대상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화재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하여 대상물 방호에 필요한 소화설

비를 정하고, 각각의 방수량을 모두 합산한 후 공정 위험

등급별 소화시간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하되,

특히 정유, 납사열분해 등 고위험공정의 경우 2,000 m
3
/hr

이상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

5.1.2 소화시간

소화시간은 공정지역의 면적, 원료 처리량, 위험물질 종

류 및 취급량, 운전온도 및 압력 등 공정변수, 유사공정 사

고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공정의 위험등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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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하여 소화시간을 정하되, 고위험공정을 다수 보유한

정유사의 경우 4시간~6시간 정도의 소화시간을 적용하여

소화수원을 충분히 확보한다.

5.2 소화설비

석유화학공장의 공정설비는 대부분 위험물질을 취급하

고 있어 화재 복사열에 노출될 경우 적정하게 냉각되지 않

으면 2차 폭발의 위험이 있고 소방대의 접근이 어려운 점

을 고려하여 고정식 물분무 소화설비 의무 설치대상을 강

화하는 등 소화설비 개선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5.2.1 고정식 물분무 소화설비

석유화학공장의 경우 화재시 복사열이 크고 증기운 폭

발의 위험이 있어 소방대가 접근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

하여 고정식 물분무등 소화설비 의무 설치대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석유화학공장의 소화설비는 방호대상물의 위치, 구조,

위험물질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적응성 있는 것으로 설치

하되 복사열 등을 고려하여 Figure 5와 같이 고정식 물분

무 소화설비를 설치하고, 소방차의 진입이 어려운 지역에

는 Figure 6과 같이 원격조정이 가능한 모니터 노즐

(elevated monitor nozzle)을 설치하여 방호대상물에 대한

사각지역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한다. 특히 포소화설비는

인화성액체의 2차원 화재 소화에 적용하도록 하고, 고정식

물분무소화설비의 경우 소화, 화세 제어, 노출부 방호로

구분하여 설계한다.

Figure 5. Water spray system for drum. Figure 7. Water curtain for NCC.

Figure 6. Elevated R.C. monitor nozzle. Figure 8. Water curtain for fired he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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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워터커튼 설비

석유화학공장은 다양한 단위공정으로 연결되어 있어 한

공정에서 발생한 화재가 인접공정으로 급격히 확대될 수

있으므로 연소 확대의 방지 및 복사열 차단 등의 방호조치

가 매우 중요하므로 Figure 7, 8과 같이 NCC 또는 fired

heater 등 위험지역에는 워터커튼 설비를 설치한다.

5.2.3 이동식 대용량 포모니터 설비

석유화학공장은 원료 및 제품을 저장하기 위한 대용량

의 위험물 저장탱크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낙뢰,

설비결함, 안전관리 소홀 등으로 인한 탱크 화재 및 위험

물 누출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대규모 위험물 저장탱크에서 액면 전체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탱크 자체에 설치된 고정식 포소화설비로는

진압이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Figure 9, 10과 같이 저장탱

크의 외부에서 포수용액을 지속적으로 공급 가능하도록

대용량 포모니터 시스템 및 폼트럭(foam truck)을 비치하

고, 포소화약제의 경우 저장탱크 내부 액표면적 뿐만 아니

라 방유제 면적까지도 모두 고려한 양으로 충분히 확보하

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6. 결 론

석유화학공장의 화재 · 폭발사고 방지를 위한 예방적 안

전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설비결함이나 관리소홀 등

으로 인한 대형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각적으로 대응

하여 화재를 진압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소화

설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석유화학공장의 소화설비에 대한 국내 법규는

초기소화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어 울

산국가산업단지 내 석유화학공장 32개사에 설치된 소화용

수, 소화수원 소요량 대비 보유량의 적정성, 포소화설비

보유현황, 소화설비 설치현황, 실제 공정화재시 화재진압

에 소요된 시간 및 안전 관계자의 의견 등을 조사하여 얻

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석유화학공장의 소화용수는 최악의 화재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설계하고, 소화시간은 공정위험도에 따라 산정하

되, 고위험공정을 다수 보유한 정유사 등은 4시간 이상의

장시간 화재에 대비하여 소화수원을 확보하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2) 화학설비는 소화, 노출부 방호, 화세의 제어, 증기운

희석 등 목적에 따라 물분무 설비를 설치하고 소방대의 진

입이 어려운 지역에는 높은 위치에서 원격조종이 가능한

모니터 노즐을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3) 화재 복사열로부터 인접설비를 보호하고 연소 확대

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정 내 위험지역에 워터커튼 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4) 대규모 액체 위험물 저장탱크의 경우 전면 화재에

대비하여 대용량 포모니터 시스템 및 폼트럭을 비치하고,

포소화약제의 양은 저장탱크 내의 액표면적 뿐만 아니라

방유제 면적까지도 모두 고려하여 충분히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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