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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 Large Eddy Simulation(LES) was performed for the prediction of unsteady dispersion behavior of hydrogen fluoride (HF). 
The HF leakage accident occurred at the Gumi fourth industrial complex was numerically investigated using the Fire Dynamics 
Simulator (FDS) based on the LES. The accident area was modeled three-dimensionally and time-varying boundary conditions for wind 
were adopted in the simulation for considering the realistic accident conditions. The Message Passing Interface (MPI) parallel 
computation technique was used to reduce the computational time.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present LES simulation could predict 
the unsteady dispersion features of HF near the accident area effectively. The dispersion behaviors of the leaked HF was much affected 
by the unsteady wind direction. The LES could predict the time variation of the HF concentration reasonably and give an useful 
information for the risk analysis while the prediction with the time-averaging concept of HF concentration had a limitation for the amount 
of HF concentration at specific location point. It was identified that the LES is very useful to predict the dispersion characteristics of 
hazardous chemic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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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전 세계적으로 많은 양의 화학물질이 상업적으로 이

용되고 있으며 그 수는 29만 6천여 종류에 이르고 있

다. 국내의 경우에도 2만 5천여 종의 화학물질이 다루

어지고 있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화학물질 관리가 미흡

하고 취급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누출, 화재, 폭발 

과 같은 화학물질 관련 사고의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유해 화학물질의 누출 및 확산사고는 폭발적 분

출로 인해 짧은 시간에 큰 피해를 발생할 뿐만 아니라 

사고피해가 가시적, 정량적으로 나타나지 않아 피해 

예측과 파악이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화학물

질 확산피해를 예측하는 방법 중에서 근래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전산유체역학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 기법이다.

유해 화학물질이 대기 중에 누출되면 규모 측면에서 

난류의 특성을 갖게 되는데 이러한 난류에 대한 전산

해석 기법은 직접수치모사(Direct Numerical Simulation; 
DNS), 대와동모사(Large Eddy Simulation; LES)와 레이

놀즈 평균(Reynolds Averaged Navier Stokes; RANS)기
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에서 DNS는 가장 정확하

지만 현실적으로 대기중의 유해물질 확산까지 해석하

는 것은 현재의 컴퓨터 기술로는 불가능하다. 또한 

RANS는 비교적 간단히 해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평균된 물리량을 얻게 되고 정확도가 사용되는 난류모

델에 많이 의존하는 단점이 있다. 이에 반해 LES는 해

석시간은 RANS보다 많이 걸리지만 계산의 정확도가 

매우 높아 현 단계에서는 화학물질의 확산을 해석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가장 정밀한 CFD 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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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화학물질의 확산을 CFD를 통해 예측하려

는 연구는 근래에 들어와서야 일부 수행되고 있다. 이
전에는 주로 단순한 확산모델을 이용한 시뮬레이션기

법들이 많이 사용되었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화학물질

의 물성치, 대기의 기상조건, 유동상황 및 기하학적 지

형을 모사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국내에서 진행

된 전산해석 연구로, Kim 등1)은 풍동실험과 LES를 적

용하여 가스 확산에 대해 연구였으나 1/1000로 축소된 

실험실 규모를 대상으로 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Choi 등2)은 매우 단순한 기하학적 형상을 대상으로 

RANS를 적용한 수치계산을 수행하여 대기확산 연구

에 CFD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최근 Joo 등3)은 

구미 불산 누출사고를 대상으로 CFD를 수행하여 주변

에 화학물질 확산 저감시설의 영향을 검토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고정된 풍향조건을 적용하였으

며 계산의 정확도가 높지 않은 RANS 기법을 적용하

였다.
국외 연구의 예로 Wilkening 등4)은 2004년 벨기에에

서 발생하였던 메탄, 수소 혼합가스의 누출로 인한 피

해 전산해석을 통해 검토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CFD 코드를 활용하여 사고 시나리오에 따른 위험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Zhang 등5)은 2003년 중국에서 있었

던 황화수소 누출사고의 피해예측을 전산해석을 통해 

검토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RANS 기법이 이용되었는

데 계산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모델링이 

제시되었다. 이 외에도 국외의 경우에는 전산해석 기

법을 이용한 유해물질 누출 및 확산에 대한 연구가 활

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내외의 연

구들을 보더라도 해석의 정확도가 매우 높은 LES를 

이용한 연구는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 단계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정확한 LES 기법을 적용하여 화학물질의 대기 중 확

산과정에 대한 전산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은 2012년 

9월 27일 경상북도 구미 제4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주)휴브글로벌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사고를 대상으로 

하였다. 전산해석 시 사고현장 주변을 비교적 실제적

으로 모델링 하고 당시의 기상상황을 현실적으로 반영

하여 시간에 따른 불산의 확산과정에 대한 LES 해석

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2. 수치계산방법

2.1. 계산대상

본 연구에서 불산 누출사고에 대한 전산해석에는 

Fire Dynamic Simulator(FDS) v5.5.36)이 사용되었다. 기

Fig. 1. Satellite photograph of the accident area.

Fig. 2. Schematics of the 3-D modeling of the accidental area 
for CFD analysis. 

하학적 형상의 모델링과 격자계를 구성하기 위해서 

Fig. 1에 보이는 사고현장을 답사하고 국토지리정보원

에서 제공하는 지도와 위성사진을 참고하여 사고주변

의 기하학적 형상을 최대한 실제에 가깝게 구성하였다. 
Fig. 2에서 노란색 부분은 공장과 민가 건물을 모델링 

한 것이며, 주황색은 공장지대, 옅은 황토색은 농지, 초
록색은 임야를 나타낸다.

Fig. 2는 전산해석을 위해 3차원으로 모델링한 사고

주변 구역으로서, 불산 누출 사고지역(빨간색 원)을 중

심으로 동, 서, 남, 북으로 500 m까지를 해석대상으로 

하였다. Fig. 2에서 사고지역을 중심으로 왼쪽 영역에

는 주로 공장단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사고지역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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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오른쪽 영역에는 봉산리 마을로 구성되어 있다. 
사고지역 바로 옆의 둔덕의 경우 현장 답사자료와 지

도를 이용하여 최고높이 15 m 높이로 모델링하였다. 
지형과 해석공간에 대한 3차원 격자계의 구성은 

Pyrosim 20147)를 이용하였다. 

2.2 지배방정식

본 연구에서는 매우 큰 영역의 난류유동 해석방법 

중 현실적으로 가장 정확도가 높은 LES를 통하여 불

산의 확산에 대한 전산해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

서 다루고자 하는 유동장은 서로 다른 유체의 혼합에 

의한 밀도변동이 존재하기 때문에 Favre 평균의 개념

을 포함하여야 한다. 따라서 Favre 평균을 고려한 LES 
지배방정식은 공간에 대해서 Filtering된 아래의 식 (1)
∼(3)로 표현된다. 

연속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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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량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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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종보존식









 
  (3)

FDS의 경우 다음 식 (4)과 같은 Smagorinsky 아격자

(Subgrid) 모델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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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모델상수 는 0.2이며,  
, 

Strain-rate 텐서()는 식 (5)와 같이 표현된다.

 
 



  (5)

지배방정식에서 물리량 위의 over-bar는 격자 스케일

에서 filtering을 적용한 것을 의미하며, tilde는 밀도변동

을 고려한 Favre filtering된 물리량을 의미한다. 따라서 

는 filtering된 밀도, 는 Favre filtering된 속도텐서, 는 

filtering된 압력, 는 i 방향으로의 중력가속도, 는 전단

응력텐서, 는 i 화학종의 Favre filtering된 질량분율, 그

리고 는 filtering된 난류확산계수이다.

2.3. 계산조건 

구미 불산 누출사고를 수치계산하기 위하여 해석대

상은 Fig. 2에 보이는 바와 같이 가로 × 세로 × 높이 = 
1,000 m × 1,000 m × 302.5 m로 하였다. 계산에 사용된 

격자계는 각 변이 2.5 m인 정육면체 형상의 균일한 격

자로 구성되었으며 총 격자수는 19,360,000개이다. 
유해물질 분출 및 확산사고에서는 분출시간과 유량

이 확산지역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된다. 구미 불

산 누출사고에 대해서는 분출시간과 누출량에 대한 정

확한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기존의 선

행 연구들에서 나온 누출시간과 누출량은 조금씩 차이

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불화수소는 대부분은 밸브가 

열린 30분 동안 누출되었다는 기존연구를 참고하여 누

출시간을 30분으로 하였다3). 30분 후에 서서히 불산의 

누출이 멈추도록 설정하여 누출 개시 후 48분 후에 완

전히 누출이 멈추도록 하였다. 
불산 분출유량에 대해서도 선행연구에서 미국 국립해

양대기국(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 
straion; NOAA)과 미국 환경보호청(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US EPA) 에서 장외 영

향평가를 위해 개발한 Ramp*Comp 소프트웨어를 통해 

얻어진 0.926 kg/s의 유량이 연속분출 되는 것으로 설정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누출되는 유해화학물질은 100% 
불산으로 가정하였다3). 주어진 누출유량, 대기온도 20℃
에서 상태방정식을 이용하여 계산된 불산의 밀도와 누출

면적(2.5 m × 2.5 m)을 이용하여 누출속도는 0.178 m/s를 

분출면에서의 경계조건으로 처리하였다. 
풍향 및 풍속에 관한 경계조건은 사고 상황을 좀 더 

현실적으로 모사하기 위해 기상청을 통해 얻은 사고 

당시의 구미지역 풍향, 풍속자료를 이용하였다. 하지만 

사고 당시의 풍향, 풍속은 매우 짧은 시간마다 변하기 

때문에 그 변화를 모두 전산해석에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Table 1과 같이 주

요풍향과 그에 따른 시간평균 풍속을 구하여 서쪽경계

와 북쪽경계의 유속조건을 처리하였다.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기에 서쪽과 북쪽 경

계면에서의 서풍 영향이 불산 분출지점까지 도달하도

록 불산 누출시점 전 1,000초 동안을 서풍이 불도록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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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Wind boundary conditions for the numerical simulation

Time (s) Wind direction Wind velocity 
(m/s)

Duration time 
(min)

0 ~ 1,000
(0–16.7 min)  West wind 1.33 16.7 min

1,001 ~ 1,541
(16.7–25.7 min)  West wind 1.33 9 min

1,542 ~ 2,861
(25.7–47.7 min) North West wind 1.15 22 min

2,862 ~ 4,500
(47.7–75 min) West 1.20 27.3 min

* HF ejection start : 1,001 s (16.7 min)

저 계산을 수행하였다. 1,001초에 불산이 분출되어 30
분 동안 분출된 후 18분 동안은 서서히 분출량이 감소

하도록 처리하였다. 불산 누출 종료 후에도 바람의 영

향으로 인하여 불산이 확산되는 거동을 고찰하기 위하

여 누출 종료 후 10분 정도 더 계산을 수행하였다.
바닥면에 대한 경계조건은 No-slip 조건을 주었고, 

동쪽, 남쪽 및 천정경계에 대해서는 내부의 유동이 바

깥으로 유출될 수도 있으며 외부의 유동영향이 내부에 

미칠 수 있는 OPEN 경계조건을 부여하였다. OPEN 경
계조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

란다8). 
본 연구에서는 대규모 공간에 대해 많은 격자수를 

이용한 계산을 수행하기 때문에 Serial 계산은 불가능

하고 메모리 용량과 계산시간을 고려하여 INTEL i7- 
3.5 GHz의 CPU의 Core 40개를 이용한 Message Passing 
Interface(MPI) 병렬기법을 적용하였다. 원하는 해석시

간인 4,500초까지 계산하는 데에 약 15시간이 소요되

었다. 

3. 결과 및 고찰

Fig. 3에는 바닥면과 가까운 높이 2.5 m인 면에서의 

시간에 따른 불산의 농도분포(ppm)를 도시하였다. 불
산 분출 후 9분 동안은 서풍이 불기 때문에 Fig. 3(a)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초기에는 불산이 동쪽으로 길게 흘

러가게 된다. 이후 22분 동안은 북서풍이 불게 되는데 

Fig. 3(b)와 (c)에서 보면 동쪽으로 길게 확산된 불산이 

북서풍의 영향을 받아 서서히 남쪽으로도 확산되어 확

산대가 넓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분출 후 38분 후

인 Fig. 3(d)에서는 다시 서풍의 영향을 받아 동남쪽으

로 확산되던 불산이 다시 동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불산 분출량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시간

대(Fig. 3(e))와 불산 분출이 완전 멈춘 시간대(Fig. 3(f))
를 보면 다시 서풍의 영향을 받아 동남쪽으로 확산되

었던 불산이 동쪽으로 이동한 후 점차 계산영역에서 

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풍향이 바뀔 때 불산의 농도분포 영역

이 급격히 넓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불산의 피해지역을 좀 더 정확히 예측하기 위해서는 

풍향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좀 더 현실적으로 고려하

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저자들

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기존에 유해화학물질의 확산예

측에 많이 사용되는 단순모델이나 CFD에 주로 이용되

었던 RANS를 이용한 전산해석 연구에서는 이러한 풍

향의 변동을 고려한 연구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

다. 하지만 향후 연구에서는 유해물질의 확산범위를 

좀 더 정확히 예측하기 위해서는 풍향의 시간에 따른 

변동까지 고려한 전산해석연구가 필요하며, 이러한 측

면에서 볼 때 비정상 계산을 기본으로 하는 LES가 유

해물질 확산예측에 있어서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불산의 경우, 강한 자극성 

때문에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급성으로 

피부와 안구를 자극하거나 화상피해, 또는 만성노출로 

인해 사람의 건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9). 국내의 경

우 대기 중의 불산 농도 규제치는 정해져 있지 않다. 
통상은 미국산업위생학회(American Industrial Hygiene 
Association; AIHA)에서 개발된 비상대응계획수립지침

(Emergency Response Planning Guidelines; ERPG) 
ERPG-1, -2, -3를 이용하여 독성가스 농도를 대피 등에 

활용하기도 한다. 국내에서도 작업장에 대해서는 노동

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규제치를 정하고 있는데,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노출기준으로 시간가중평균 

농도(Time Weighted Average; TWA)와 단시간 노출기

준(Short-Term Exposure Limit; STEL)과 천정값 (Ceiling; 
C)의 3가지를 정하고 있다. 불산의 경우 TWA는 0.5 
ppm이며 천장값 농도인 3 ppm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 수행한 LES 예측수준을 검토하기 

위하여 Fig. 3의 결과를 불산의 천정값 농도인 3 ppm
을 넘는 지역을 잘 확인할 수 있도록 Fig. 4에 다시 도

시하였다. 
여기서 천정값 농도 3 ppm은 근로자가 작업시간 동

안 잠시라도 노출되어서는 안 되는 노출기준이다. 그
림에서 적색부분은 불산이 3 ppm을 넘는 영역을 나타

내고 있다. 전체적인 불산의 확산거동은 Fig. 3에서 설

명한 바와 동일하지만 3 ppm을 넘는 영역은 매우 광범

위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불산 분

출 후 38분이 경과되면 분출 원점을 기준으로 동남쪽 

방향의 매우 넓은 영역이 불산 천정값 농도를 초과하

고 있어 매우 위험한 상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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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9 min after HF ejection (b) 18 min after HF ejection (c) 28 min after HF ejection

(d) 38 min after HF ejection (e) 48 min after HF ejection (f) 58 min after HF ejection

Fig. 3. Temporal evolutions of Hydrogen Fluoride (HF) of XY plane at Z=2.5 m after ejection.

(a) 9 min after HF ejection (b) 18 min after HF ejection (c) 28 min after HF ejection

(d) 38 min after HF ejection (e) 48 min after HF ejection (f) 58 min after HF ejection

Fig. 4. Temporal evolutions of normalized by Ceiling value (3 ppm) of XY plane at Z=2.5 m after ej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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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Fig. 4(f)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불산 분출이 종료된 

이후에도 천정값을 초과하는 영역은 넓게 분포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불산 분출 원점을 기준으로 동남쪽 

방향이 민가와 농지임을 고려할 때 Fig. 4의 결과는 천

정값을 기본으로 본 불산에 의한 피해가 민가와 농지

쪽으로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Fig. 5에는 LES를 통한 유해물질의 비정상 확산과정

에 대한 해석의 유용함을 판단하기 위해 LES의 결과

를 충분한 시간간격에 대하여 시간평균 하여 도시하였

다. 보이는 결과는 분출된 불산이 동쪽경계를 충분히 

통과한 시점인 1,100초부터 계산이 종료되는 시점인 

(a)

(b)

Fig. 5. Time-averaged contour of HF volume fraction during 
1100-4500s; legends were adjusted to (a) the maximum value 

and (b) the ceiling value (3 ppm).

4,500초까지를 시간평균하여 얻은 불산 농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Fig. 5(a)는 최대 농도지역을 잘 보이도

록 Legend를 조정한 것이고 Fig. 5(b)는 천정값 농도를 

최고값으로 Legend를 조정한 결과이다. 시간평균 농도

분포를 보면 불산 분출 사고지역 중심으로는 고농도의 

불산이 분포하고 있으며 사고지역과 멀어질수록 불산

의 농도가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거동은 

단순 확산모델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지만3), 본 연구

의 불산 분포영역이 단순 확산모델의 결과보다 훨씬 

넓게 나타나는 것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비정

상적인(Unsteady) 바람의 풍향을 좀 더 현실적으로 고

려했기 때문이다. Fig. 5(b)에서 시간평균으로 얻어진 

천정값 농도 3 ppm이 넘는 지역은 동남쪽 방향으로 매

우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Fig. 6에는 비정상 LES 전산해석의 장점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Fig. 5(b)에서 (x, y) 좌표가 (600, 100)인 

지점과 (600, 150)인 지점의 시간에 따른 불산 농도를 

도시하였다. 두 지점에서 0~2,500초까지는 불산의 농도

가 0에 가깝기 때문에 2,500초 이후의 결과만 도시하였

다. Fig. 5(b)에서 두 지점은 시간평균값을 기준으로 천

정값 3 ppm이 안 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Fig.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600, 100) 지점은 천정값을 

넘고 있지 않지만 (600, 150)인 지점에서는 천정값보다 

낮은 순간도 있지만 특정 시간 동안에는 천정값보다 

훨씬 높은 농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잠시라도 노출되면 안 되는 농도에 관심을 갖는다면 

시간평균 결과를 얻는 전산해석이나 단순모델로는 위

험성을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의 천정값을 기준

Fig. 6. Predicted HF concentration at the locations of (x, y) = 
(600, 100) and (600, 150); dash-line means the ceiling value 

(3 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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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만 AIHA의 ERPG 기준을 

따르더라도 유사한 결과를 얻게 된다. 결과적으로 유

해물질에 대한 위험성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노출농도

와 노출시간이 중요한 경우에는 LES와 같은 비정상 

전산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향후, 측정 

농도 데이터 등과의 정성적, 정량적 비교 또는 다른 다

양한 방법을 통해 해석의 정확도를 검증하는 단계를 

거친다면 LES는 유해화학물질의 확산 위험성을 평가

하는 강력하면서도 유용한 전산해석기법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2012년 발생했던 구미 불산 누출 사

고에 대해 LES를 이용한 전산해석을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사고현장 실사를 통한 3-D 모델링과 사고당시의 기

상청 자료, 기존 연구를 통한 불산 분출량에 산정해 불

산 확산과정에 대한 LES 전산해석을 수행할 수 있었다.
비정상 수치계산을 기반으로 하는 LES 전산해석은 

시간변화에 따른 불산 농도의 확산과정을 잘 확인할 

수 있으며, 현실적인 풍향을 고려할 수 있어서 풍향변

화에 따른 불산 확산영역이 급격히 확대되는 특징을 

잘 모사할 수 있었다. 
단순모델을 이용한 해석이나 시간평균 결과를 얻는 

전산해석에 비해 특정 지역의 비정상적인(Unsteady) 불
산 농도 변화를 고찰할 수 있어 유해물질의 노출농도 

뿐만 아니라 노출시간이 중요한 경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유해화학물질의 

확산 위험성을 예측하는데 유용한 연구수단이 될 것으

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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