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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Gas explosion accidents could cause a catastrophe. we need specialized and systematic accident investigation techniques to 
shed light on the cause and prevent similar accidents. In this study, we had performed LNG explosion simulation using AUTODYN 
which is the commercial explosion program and predicted the damage characteristics of the structures by LNG explosive power. In the 
first step, we could get LNG’s physical and chemical explosion properties by calculation using TNT equivalency method. And then, by 
applying TNT equivalency value about the explosion limit concentration of LNG on the 2D-AUTODYN simulation, we could get the 
explosion pressure wave profiles (explosion pressure, explosion velocity, etc.). In the last step, we performed LNG explosion simulation 
by applying to the explosion pressure wave profiles as the input data on the 3D-AUTODYN simulation. As a result, we had performed 
analyzing of the explosion characteristics of LNG in accordance with concentration through the 3D-AUTODYN simulation in terms of 
the explosion pressure behavior and structure’s destruction and damage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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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폭발 한계 내에 있는 가연성 가스는 공기와 혼합된 

가스 분위기 내에서 점화원이 작용하면 연소 반응을 

일으켜 급격한 충격력과 압력 상승을 동반한다. 이러

한 가스폭발 안전사고는 발생 시에 대형 참사를 일으

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전문화되고 체계적인 사고조사와 

원인 규명 기술이 절실히 요구된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 사고 통계 자료를 참조해보

면 전체 가스 사고 유형 중 가스폭발이 약 30.6% ~ 
47% (2009년 ~ 2013년)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 중 지난 10년간 LPG(Liquefied Petroleum Gas)
로 인한 인명피해는 72.0%이며, LNG(Liquefied Natural 
Gas)로 인한 인명피해는 18.1%에 달한다1).

이러한 가스폭발사고의 주요원인은 배관 및 호스 체

결 불량 및 균열, 가스 기구 결함 등에 의한 가스 누설

에 의한 폭발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물적 

및 인적 피해는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아직도 전체 안

전사고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가스폭발사고는 가스 종류, 가스 누설량, 혼합 산소

비, 누설 체적, 건물 벽체 재질 등에 따라 폭발 위력이 

큰 차이를 나타내며, 기존 연구에서는 가스 자체 폭발 

특성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어왔다2-5).
반면에 건물 내 가스 누설에 따른 폭발 위력과 구조

물 안정성 평가에 관해서는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며, 
가스 누설 사고 재현 및 실험이 불가능하여 가스 누설

에 따른 폭발 위력 및 피해 형태를 추정할 수 없어 사

고 원인 규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발생된 다세대 주택 내 원

룸 LNG 폭발 사고를 바탕으로 원룸 구조와 유사한 밀폐

된 벽체 구조물에 철근-콘크리트 구조를 적용하여 이를 

모델링하고, TNT 당량법을 통해 누출된 LNG의 양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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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한 후, 폭발 상용 해석 프로그램인 AUTODYN에 적용

하여 폭발 위력 해석을 수행함으로써 가스 폭발 사고 발

생 시 피해 특성 예측 기술을 확보하고, 정확한 가스 사고 

원인 분석에 활용하고자 한다.

2. 사고 사례 분석

2.1 사고 개요

본 연구에서 적용된 가스 누설에 의한 폭발 사고는 

다세대 주택 내 원룸에서 사용되는 LNG의 호스 절단

으로 인해 누설되어 발생하였으며, 인근 거주자 7명이 

부상을 입고, 주변 건물 4개동 및 차량 12대가 파손된 

사고로 사고 현장 및 피해 상황 등을 Fig. 1과 Fig. 2에 

나타내었다.

2.2 사고 현장 재구성

최근에는 사고 재구성을 위해 다양한 첨단 장비를 

이용하여 실제 사고 현장을 재현하는 기법이 많이 사

용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폭발이 발생한 원룸에 

Fig. 1. Interior scene of the gas explosion.

Fig. 2. Outside scene of the gas explosion.

Table 1. Specification of 3D laser scanner used in this study

Classification Spec.

Allowable measurement range (m) radius 500

Accuracy (mm) 5

Laser level Class1 (Eye safe)

Measurement velocity (point/sec) 125,000

Max measurement range (m) Max 2,500

Max measurement velocity (Hz) Max 12,000

Max measurement temperature (°c) Max 1,650

대하여 현장 3D 형상 재구성을 위해 3차원 광대역 레

이저 스캐너를 사용하였으며, 동 장비에 대한 제원을 

Table 1에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사고 현장의 내부 공간을 모델링하기 위해서는 3차

(a) Isometric view

(b) Front view

Fig. 3. Reconstruction of the accident site using 3D laser 
sca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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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광대역 레이저 스캐너를 사용하여 2, 3차례 정도 공

간 레이저 스캔을 수행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이를 통 

해 현장 상태를 그대로 보존함으로써 3D 스캔을 활용

한 현장 재구성 방법은 타 구성 방법에 비해 언제든지 

공간에 대한 정확한 치수 데이터 및 내부 물체에 관한 

정보를 3차원 모델링 상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는 장점

을 갖고 있다. 폭발 사고 현장에 대하여 공간 레이저스

캔을 통해 얻은 결과는 Fig. 3에 나타낸 바와 같다.

3. 가스 폭발 해석

3.1 TNT 당량법을 이용한 AUTODYN 해석

본 연구에서 사용한 AUTODYN은 충격, 관통, 폭발 

등의 대변형, 비선형성이 강한 역학 문제들을 해석하

기 위해 개발된 상용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이다. 이
미 수행된 시험에 대한 검증, 평가 및 분석도구로 사용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실험이 거의 불가

능한 현상들(초음속, 초고속, 충돌/관통 현상 등)에 대

한 해석적 방법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비싼 실험 경비

를 절감할 수 있고, 불가능한 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가상실험효과가 있다6-8).
가연성 가스의 경우, 가스 조성비 및 혼합 특성, 압

축 상태 등에 따라 폭발 압력 및 폭발 속도가 크게 달

라지며, 비정형화된 형상으로 인해 AUTODYN에 바로 

적용하기는 어려움이 있다9-13). 따라서 AUTODYN에서

는 가스 폭발 특성을 정의하는데 있어서 TNT 당량법

을 이용한다. TNT 당량법(TNT Equivalency Method)은 

미국군사기술매뉴얼(US Army Technical Manual TM 
5-1300)에 기재되어 있으며, 폭발 확산 거리의 환산 및 

폭발 피해 예측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14).
TNT 당량이란 어떤 물질이 폭발할 때 발생하는 에

너지를 그와 동일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TNT의 중량

으로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TNT의 경우, 폭발 시의 

폭발 압력이나 폭발 에너지 등의 폭발 특성이 실험에 

의해 상세히 측정되어 있어 TNT의 특성은 신뢰도가 

높다. 이러한 TNT 당량법을 이용하여 가연성 가스의 

조성비 및 누출량에 따른 폭발 압력 특성을 산출할 수 

있으며, AUTODYN에 적용함으로써 폭발 해석 수행이 

가능하다. 다만 여러 가정이 필요하고 폭발 전파 거리

가 짧은 해석의 경우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TNT 당량 산출 적용식은 식(1)과 같다.



×× (1)

where,
 : TNT equivalent (kg)
 : Explosion yield factor (using 0.5)
 : Leaked flammable gas amount (kg)
 : Combustion heat caused by the explosion material 

(kcal/kg)

본 연구에서 수행한 AUTODYN을 이용한 가스 폭발 

해석은 다음의 두 가지 단계를 거쳐 수행된다. 1단계는 

앞서 기술된 TNT 당량을 이용하여 가스 폭발 특성을 

정의하고 공기와 TNT 만이 고려된 2차원 모델로부터 

폭발 압력 전파 프로파일(폭발 압력, 폭발 속도 등)을 

산출하기 위한 해석이다. 2단계는 1단계에서 얻은 결

과를 3차원 모델에 입력 데이터로 적용하여 본격적인 

폭발 해석을 수행하는 단계이다. AUTODYN의 최대 

장점은 라그랑지와 오일러 간의 연성(coupling) 해석이

며, 폭발 압력에 의한 구조물의 파괴 거동 특성 및 폭

발 압력 전파 특성을 파악하게 된다.

3.2 해석조건 및 TNT 당량 산출

본 연구에서는 2.2항에서의 재구성된 3차원 모델에 

대하여 원룸 벽체 전체 재질을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가정하였으며, LNG가 3.2×2.4×5.6 m3 크기의 원룸 내

에 누설되어있다고 가정하였다. LNG의 폭발 특성은 

Fig.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대기압(1 kgf/cm2)에서 폭발 

범위는 4.9 ~ 15%이고, 최대 폭발 압력이 작용하는 범

위는 중간 범위인 9%에 해당된다15). 따라서 폭발 하한

계인 4.9%의 경우와 최대 폭발 압력이 작용하는 9%의

경우에 대해 TNT 당량법을 이용하여 가스 폭발 위력

Fig. 4. Explosive property and range of L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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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NT equivalent quantity calculated by LNG concentration

Classification Spec.

Common contents

Space total volume (L) 43 

Initial pressure (atm) 1.0

Molecular weight of methane (g/gmol) 16

Ideal gas constant (ℓ·atm/K·gmol) 0.082

Temperature (K) 293

Burning calorie of LNG (kcal/kg) 13,000

Explosion yield coefficient 0.5

Separate contents

Gas volume (L) 2.10

Leakage gas weight (kg) 1.40

TNT equivalent (kg) 8.29

의 특성을 비교, 평가하였다. LNG의 주성분은 메탄

(CH4)99%로 가스 분자량은 16 g/gmol이며, 가스 연소

열은 13,000 kcal/kg으로 이상기체방정식을 통해 공간 

내 누출된 가연성 가스량(kg)을 산출할 수 있다. 
이렇게 산출된 가연성 가스량을 식(1)에 적용함으로써 

등가 폭발에너지를 갖는 TNT 당량을 산출할 수 있다. 
TNT 당량 산출을 위한 변수 및 TNT 당량값을 Table 

2에 정리하여 나타내었고, 산출 결과 LNG 농도 4.9%
의 경우 TNT 당량은 8.29 kg, LNG 농도 9%의 경우 

TNT 당량은 15.2 kg으로 환산된다.

3.3 2D 해석을 이용한 폭발 특성 산출

상기 3.2항에서 산출된 TNT 당량을 이용하여 가스 

폭발 압력 데이터를 산출하기 위한 2차원 해석을 수행

하였으며, 2차원 해석 모델은 Fig. 5에 나타낸 바와 같

Fig. 5. 2D solver model in order to calculate TNT explosive 
property.

Table 3. Application value of TNT  2D model 

Explosion limit TNT equivalent (kg) TNT radius (mm)

4.9% 8.05 0.106

9% 24.1 0.153

다. 공기영역은 압력전파형상(구형)을 모사하기 위해 

2D Wedge형상을 이용하여 공기영역을 구성하였고, 
TNT 영역은 TNT 당량에 해당되는 체적을 고려하여 

Table 3과 같이 TNT 영역의 크기가 결정된다.

3.4 3D LNG 폭발 해석 적용

상기 3.3항의 2차원 폭발 해석에서 얻은 결과값인

Fig. 6과 Fig. 7을 실제 사고 사례 모델에 적용하여LNG

Fig. 6. Result of explosion analysis using 2D-AUTODYN. 

Fig. 7. Explosive pressure value of 2D wedg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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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폭발 상하한계에 따른 벽체 구조물의 거동 특성과 

폭압의 전파특성을 파악하여 폭발 위력을 비교, 분석

하였다. 
3차원 해석 모델은 Fig. 8에 나타낸 바와 같이 라그

랑지 구조인 콘크리트 모델과 철근 모델이 결합된 상

태에서 오일러 구조인 공기 모델과 연성되어 구성된다. 
경계조건으로는 가스 폭발의 점화원이 원룸 내 중심부

에 존재하고 가스가 공간 내 균일 분포된 상태에서 완

전 연소가 일어난다고 가정하였으며, 점화원에 의해발

생된 폭압은 폭원으로부터 균일하게 전파된다고 가정

하였다. 앞서 2차원 해석을 통해 얻어진 폭발 압력 전

파 프로파일을 Fig. 9에 나타낸 바와 같이, 폭발 입력 

데이터로 적용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Fig. 8. 3D Explosion simulation model.

Fig. 9. Applying explosion pressure wave profile.

해석에 적용된 철근 콘크리트, 공기, TNT 물성은 

AUTODYN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 물성을 사용

하였고, 적용된 물성은 Table 4 - Table 7과 같다.

Table 4. Material properties of air inputted in analysis

Equation of State Ideal Gas Unit

Reference density 1,225 kg/m3

Gamma 1.4 -

Adiabatic constant 0 -

Pressure shift - kPa

Reference Temperature 288.2 K

Specific Heat 717.6 J/kgK

Thermal Conductivity 0 J/mKs

Table 5. Material properties of concrete inputted in analysis

Equation of State Compaction Unit

Reference density 2,440 kg/m3

Density #1 2,340 kg/m3

Density #2 2,350 kg/m3

Density #3 2,400 kg/m3

Density #4 2,460 kg/m3

Density #5 2,500 kg/m3

Pressure #2 25 MPa

Pressure #3 70 MPa

Pressure #4 130 MPa

Pressure #5 250 MPa

Pressure #6 0 MPa

Pressure #7 0 MPa

Unloading method Linear -

Density (Soundspeed) #1 2,340 kg/m3

Density (Soundspeed) #2 2,440 kg/m3

Soundspeed #1 2,200 m/s

Soundspeed #2 2,200 m/s

Strength Drucker-Prager Unit

Shear Modulus 7.88 GPa

Pressure hardening type Piecewise -

Pressure (P-Y) #1 0 MPa

Pressure (P-Y) #2 80 MPa

Pressure (P-Y) #3 110 MPa

Pressure (P-Y) #4 200 MPa

Yield Stress (P-Y) #1 25 MPa

Yield Stress (P-Y) #2 110 MPa

Yield Stress (P-Y) #3 160 MPa

Yield Stress (P-Y) #4 195 MPa

Failure Hydro (Pmin) Unit

Hydro Tensile Limit -2.5 MPa

Reheal No -

Crack Softening No -

Stochastic failure N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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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Material properties of concrete's steel rod inputted in 
analysis

Equation of State Linear Unit

Reference density 7,850 kg/m3

Bulk Modulus 166.67 MPa

Reference Temperature 295.15 K

Specific Heat 434 J/kgK

Thermal Conductivity 0 J/mKs

Strength Bilinear Hardening Unit

Shear Modulus 76.92 GPa

Yield Stress 25 MPa

Tangent Modulus 145 MPa

Hardening Isotropic -

Failure Plastic Strain Unit

Plastic Strain 0.125 -

Crack Softening No -

Stochastic failure No -

Table 7. Properties of TNT in AUTODYN

Equation of State JWL Unit

Reference density 1,630 kg/m3

Parameter A 373.77 MPa

Parameter B 3.7471 GPa

Parameter R1 4.15 -

Parameter R2 0.9 -

Parameter W 0.35 -

C-J Detonation velocity 6,930 m/s

C-J Energy / unit volume 6.00E+06 kJ/m3

C-J Pressure 21 GPa

Burn on compression fraction 0 -

Pre-burn bulk modulus 0 kPa

Adiabatic constant 0 -

Auto-convert to Ideal Gas Yes -

LNG 폭발 해석 결과를 폭발 압력 전파 형태, 구조

물 파괴 진행 형태, 구조물 내부 응력 변화, 콘크리트 

내부 철근 응력 변화 등에 대해 Fig. 10에서부터 Fig. 
13까지 각각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a) LNG 4.9% at 40 ms

(b) LNG 9% at 40 ms

Fig. 10. Distribution of the explosive pressure according to 
gas concentration.

(a) LNG 4.9% at 40 ms

(b) LNG 9% at 40 ms

Fig. 11. Distribution of the structure damage according to gas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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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NG 4.9% at 1.3 ms

(b) LNG 9% at 1.1 ms

Fig. 12. Distribution of the stress in concrete block according 
to gas concentration.

(a) LNG 4.9% at 3.8 ms

(b) LNG 9% at 3.3 ms

Fig. 13. Distribution of the stress in concrete's steel rod 
according to gas concentration.

Table 8. Result from 3D-AUTODYN explosion analysis for LNG

Classification LNG4.9% LNG 9%
Comparison 
(LNG 9% /
LNG 4.9%) 

Max. Explosion 
Pressure (Origin) 24.9 MPa 72.1 MPa about 2.9

times

First wall impact 
pressure 3.41 MPa 4.63 MPa about 1.36 times

First wall impact 
time 0.229 ms 0.198 ms 0.031 ms cut

Max.
internal stress

37.8 MPa
(at 1.3 ms)

50.7 MPa
(at 1.1 ms)

about 1.34 times
(0.2 ms cut)

Max.
Internal stress of 
Reinforcing rod

261.7 MPa
(at 3.8 ms)

264.3MPa
(at 3.3 ms)

few difference
(0.5 ms cut)

Fig. 10에서부터 Fig. 13까지의 폭발 해석 결과를 비

교, 검토하고자 Table 8에 나타낸 바와 같이 LNG 농도

에 따른 결과를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3.5 LNG 폭발 해석 결과

LNG 농도에 따른 폭발 압력 전파 형태, 구조물 파

괴 진행 형태, 구조물 내부 응력 변화, 콘크리트 내부 

철근 응력 변화 등의 해석 결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폭원에서의 최대 폭발 압력은 LNG 4.9%의 경

우 24.9 MPa, LNG 9%의 경우 72.1 MPa로 상대적으로 

약 2.9 배 차이를 나타내며, 실제 LNG 실험 결과에서 

LNG 농도에 따른 최대 폭발 압력과 유사한 경향성을 

지닌다. 
둘째, 중간 벽체 충돌 압력과 시간은 LNG 4.9%의 

경우 3.41 MPa, 0.229 ms, LNG 9%의 경우 4.63 MPa, 
0.198 ms로 큰 차이를 보이진 않으나 상대적으로 LNG 
9%의 경우가 해석 시간 기준 0.031 ms 빠르게 접근하

여 약 1.36 배 크게 작용한다.
셋째, LNG 폭발로 인해 벽체 구조물이 받는 내부 

응력은 LNG 4.9%의 경우 37.8 MPa(1.3 ms), LNG 9%
의 경우 50.7 MPa(1.1 ms)로 상대적으로 LNG 9%의 경

우가 해석 시간 기준 0.2 ms 빠르게 약 1.34 배 큰 최대 

내부 응력을 발생시킨다.
넷째, 철근 콘크리트를 모사하고자 벽체 구조물 안

에 적용한 철근에 작용하는 내부 응력은 LNG 4.9%의 

경우 261.7 MPa(3.8 ms), LNG 9%의 경우가 264.3 
MPa(3.3 ms)로 상대적으로 LNG 9%의 경우가 해석 시

간 기준 0.5 ms 빠르게 작용하나 최대 응력 값은 큰 차

이를 나타내지 않는다.
따라서 해석 결과를 종합하여 분석하면, 폭발 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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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인 LNG 4.9%의 경우에 비해 최대 폭발 압력이 작용

하는 LNG 9%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폭발 전파 속도가 

빠르고 벽체 구조물에 작용하는 폭발력이 크게 나타나

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실제 파손 및 피해 

특성 또한 크게 작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대형 인적 및 물적 피해를 잠재하고 

있는 가스 폭발사고 대해 사고의 주요 대상물인 LNG 
가스의 폭속 및 폭압 등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을 TNT 
당량법에 의해 계산을 통해 파악한 후 폭발 상용 해석 

프로그램인 AUTODYN을 이용하여 실제 발생한 가스 

누설 사고를 바탕으로 가스 폭발 위력 해석을 수행함

으로써 구조물의 파손 특성 및 발생할 수 있는 피해 특

성을 예측하였다. 
본 연구는 LNG가스 사고에 대한 위력을 상용 프로

그램을 통하여 정량함으로써 향후 가스 폭발 사고 원

인 분석에 활용하여 위력 평가를 통한 가스 누설량 추

정 및 구조물 안정성 평가 등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해석 신뢰성과 

타당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가스 안전 분야에 광범위하

게 유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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