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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gas leak and explosion accident is able to give a fatal injury to nearby people from the explosion center and interest in 
effect of the explosion on the human body is increased. Accidents by Portable Butane Gas Range of a gas explosion accident occupy the 
most share. As a result, the injury on the human body frequently occur. However, It is situation that are experiencing difficulties in 
consequence analysis of explosion accidents owing to shortage of explosion power data and lack of research on the effect of the human 
body by the gas explosion. This paper acquire human injury data by performing the actual explosion experiment with Portable Butane 
Gas Range and evaluate power by explosion and effect of explosion on the human body to perform explosion simulation with LS-DYNA 
program. It is intended to contribute to the exact cause of the accident investigation and the same type of accident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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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가스 누설로 인한 폭발 안전사고는 폭원을 중심으로 

인근에 있는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입힐 수 있

다는 점에서 폭발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

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가스안전공사 통계자료를 참조

해보면 가스 사고는 최근 5년간 총 651건이 발생했으

며 원인별로는 사용자 취급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226
건, 시설미비 111건, 공급자취급 부주의가 60건 순으로 

차지하고 있다. 이 사고들 중에서 특히 이동식 부탄연

소기 관련 사고는 Table 1, Table 2에서 보듯이 총 651
건 중 124건으로 전체 가스사고의 약 19%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전체 이동식 부탄

연소기 사고의 주요원인으로는 사용 중 사고가 79건, 
화기 근처 용기 방치 사고가 23건, 과대불판 사용으로 

인한 사고가 1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인명피해 통계를 

살펴보면 5년간 총 203명(사망 2명, 부상 201명) 이 이

동식 부탄연소기 사고로 상해를 당했으며, 이는 주로 

수요일과 주말 사람들의 여가생활이 점차 늘어나면서 

발생한 사고의 결과로 추정된다. 부탄연소기 사고는 

발생 시 대부분 폭발의 형태를 나타내며 이로 인한 인

명피해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지만 지금의 실정은 폭발 

사고 당시 인체 영향 평가 기술의 비체계화, 첨단 측정 

장비의 부족, 폭발 위력 평가에 관한 연구 미비 등으로 

인하여 부탄연소기 폭발로 인한 위력 측정 및 인체 손

상 평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동식 부탄

연소기에 관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국내에서 

유통 중인 이동식 부탄연소기의 자체 특성 및 안전성

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며2-3)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

여 용기 내압 상승 시 용기의 내압을 감압시키는 연구

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4-5). 또한 폭발로 인한 피해 

예측 연구는 주로 이론적 통계기법인 Probit 분석법을 

활용한 인체 피해 예측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며 있

다6). 기존의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이동식 부탄연소기 

관련 연구 중 연소기 폭발로 인한 폭발 위력 도출과 사

고로 인한 피해 예측 시 실제 실험을 기초로 한 인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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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위별 상해 해석 및 평가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는 실제 이동식 부탄연소기 폭발 실험을 

통해 그 폭발 위력을 측정하고 도출된 데이터를 기반

으로 LS-DYNA 모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폭발로 인

한 인체 상해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부탄연소기 사고로 

인한 피해 결과를 정량화하고 폭발 사고로 인한 인체 

상해평가 기술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Table 1. Statistics of accident of portable butane gas range

2009 2010 2011 2012 2013 total

total 30 27 30 18 19 124

potable butane gas range 
in use 18 20 19 9 13 79

using oversized cookware 5 4 5 2 1 17

faulty installation of 
jointing vessel 2 - 2 1 1 6

overheating in food 
cooking 2 2 1 1 3 9

decrepit product 3 - - - - 3

etcetera 6 14 11 5 8 44

jointing vessel in storage, 
overheating, discard 12 7 11 9 6 45

neglected vessel of near 
fire 6 4 5 5 3 23

direct heating of jointing 
vessel 3 2 2 2 2 11

hole in the disposal 2 - - - - 2

etcetera 1 1 4 2 1 9

Table 2. Statistics of casualty of portable butane gas range

2009 2010 2011 2012 2013 total

the cases of 
accidents 30 27 30 18 19 124

casualties 54 38 67 26 18 203

death 　- -　 -　 2 -　 2

injury 54 38 67 24 18 201

casualties rate 1.8 1.41 2.23 1.44 0.95 1.64

2. 이동식 부탄연소기 폭발 실험

2.1 실험 방법

폭발로 인한 인체 상해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

소기 실제 폭발 실험에서 폭발로 인한 충격력을 산정

하기 위한 기초 데이터 값은 도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

하다. 이동식 부탄연소기 폭발 실험은 부탄연소기 폭

발 사고 중 사고 원인으로 가장 점유율을 나타내는 과

대불판 사용과 화염 근처 용기 방치 상황을 가정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구성된 실험 장치는 Fig. 1과 같

Fig. 1. Configuration of explosion experimental device.

다. 실험 방법은 화염 근처 용기 방치 상황을 재현하기 

위해 이동식 부탄연소기를 전체적으로 가열할 수 있도

록 LPG 연소기 위에 불판을 설치하고, 불판위에 부탄

용기가 장착된 이동식 부탄연소기를 설치하였다. 과대 

불판 사용 상황을 재현하기 위해 불판은 36×29 cm 크
기의 과대불판을 사용하였다. 또한, 야외에서 이동식 

부탄연소기 사용이 증가하면서 캠핑장 등에서 부탄연

소기를 사용함을 가정하여 이동식부탄연소기와 불판, 
의자 등을 임의로 배치하였다. 설정된 이동식 부탄연

소기와 과대불판의 간격은 7 cm이며, 각 부위별 인체 

상해 평가를 위해 실제 인체를 대상으로 폭발실험이 

불가능하여 인체가 가장 비슷한 신체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신장 160 cm, 무게 50 kg의 응급구조용 마네킹을 

이용하여 연소기와의 거리를 70 cm, 마네킹의 앉은키

를 103 cm 정도 설정하였다. 인체에 미치는 상해 평가

는 크게 폭압 및 폭속 측정을 통해 이를 지수화해야 하

기 때문에 우선 폭압 산정을 위한 가속도 측정을 위하

여 가속도 센서(353B15, PCB PICZOTRONICS Co., 
LTD, 1축, 10 mv/G)를 마네킹의 이마와 흉부 중앙에 

각각 설치하였고 온도측정을 위하여 장착된 용기와 이

동식 부탄연소기에 열전대(K 타입)를 각각 부착하였

다. 가속도와 온도 데이터는 Lab View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실시간으로 수집하였다. 폭발 시 화염온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열화상 카메라(E60, FLIR Co., LTD)
를 측면에 설치하였고, 캠코더와 초고속 카메라를 이

용하여 폭발모습을 촬영하였다. 

2.2 실험 결과

수집된 실험 결과는 가속도, 온도 및 변형 상태, 파
편 비산 거리, 화염온도 등으로 가속도의 측정결과는 

Table 4와 Fig. 2와 같이 머리 최대 12.56 G, 최소 –

10.86 G 이며 흉부는 최대 8.09 G, 최소 –8.56 G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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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Measurement result of acceleration about head and 
chest

Acceleration Experimental value (G)

Head
max. 12.56

min. -10.86

Chest
max. 8.09

min. -8.56

Fig. 2. Variation of acceleration about head and chest.

타내었다. 용기부와 이동식 부탄연소기의 온도측정결

과 Table 5, Fig. 3에서 보듯 용기 변형은 시작 후 16분 

10초에 일어났으며, 변형온도는 용기부가 109.65℃이

고, 이동식 부탄연소기가 194.28℃이다. 최종파열은 변

형되기 시작하여 약 1분 30분 후인 17분 47초에 일어

났으며, 용기부 온도는 113.07℃이고, 이동식 부탄연소

기 온도는 181.36℃이다. 폭발에 따른 파편의 비산거리

는 Table 6, Fig. 4와 같이 부탄용기 밑면이 가장 멀리 

비산(37.37 m)되었으며, 불판이 가장 높이(2.08 m) 상
승하였다. 열화상 카메라(0～670℃)로 화염 온도를 측

정한 결과 Fig. 5와 같이 최고 온도가 670도 이상인 것

으로 측정되었고 화염은 Fig. 6과 같이 폭이 약 2.8 m 

Table 5. Measurement result of temperature 

Surroundings temperature 28℃ 
Relative humidity 57.5%

Section Start Can transformation Can burst

Temperature
(℃)

Can 33.34 109.65 113.07

Burner 32.98 194.28 181.36

Time - 16m 10s 17m 47s

Fig. 3. Temperature change of can and burner.

Table 6. Measurement result of fragment range 

Section
Fragment range

Distance (m) Height (m) Angle

Burner 0.93 - 270°

Oversized cookware 0.93 2.08 270°

Trivet 3.10 1.16 124.9°

Cover 6.00 1.96 90°

Governor 5.70 0.21 22.6°

Butane gas can 31.30 1.22 19.3°

The base side of can 37.37 - 180°

Fig. 4. Aerial photograph after the explosion experiment.

이고, 높이가 약 1.42 m이며, 최대 상승높이는 4.3 m 
인 것으로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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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Measurement result of flame temperature.

Fig. 6. Measurement of flame range. 

3. 인체 상해 평가 기준 

폭발로 인한 인체 상해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

소기 실제 폭발 실험에서 폭발로 인한 충격력을 산정하

기 위한 가속도 도출이 우선된 후 인체 상해 평가를 위

해 각 부위별 상해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 하지만 폭발

의 경우 국내외적으로 인체 부위별 상해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전무한 상태로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 분야

에서 활용되고 있는 상해 평가 기준을 준용하여 폭발로 

인한 인체 상해 평가 연구를 수행하였다. 자동차분야에

서 각 부위별 인체 상해 평가 연구는 주로 승객 및 보행

자의 안전을 위하여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1968년 

미국 연방도로교통안전국(NHTSA: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 inistration)에서 연방자동차 안전기

준 FMVSS208 충돌 시 승객보호에 정면충돌 시 승객보

호에 관한 기준을 제정하여 인체 상해평가 기준을 두고 

이를 평가하고 있다8-9). 국내에서는 FMVSS208의 기준

을 기초로 하여 1994년부터 법규로서 정면충돌 시 승객

보호 기준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시험 및 요건

은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 102조에 명시 되어있다7). 
인체상해기준은 크게 4가지로 머리상해지수(HIC : 
Head Injury Criteria), 목상해지수(NIC : Neck Injury 
Criteria), 흉부상해지수(TIC : Thoracic Injury Criteria), 
하부다리상해지수(Lower Extremity Criteria)이다9). 상해 

지수는 미국의 자동차의학진흥협회(AAAM: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Automotive Medicine)에서 제정

한 인체의 약식상해 등급(AIS: Abbreviated Injury Scale) 
식에 대입되어 확률로써 계산된다. AIS 등급은 Table 37)

와 같다. HIC는 머리 가속도가 시간의 함수로 측정되어 

구해지며, 가속도와 지속시간 사이의 상승작용에 대한 

영향을 근거로 한 것이며 식(1)과 같다. 식에서 가속도

의 지속시간(t2-t1)은 충돌 중 36 ms 이하의 간격을 갖는 

임의의 두 순간을 의미하며 a는 합성 가속도 값이다9). 

 max

 
 












   (1)

Table 3. Abbreviated injury scale

AIS-Code Head Chest AIS% prob. 
of death

1 
Minor

Headache or 
Dizziness Rib single fracture 0

2 
Moderate

Coma
(Less than an 

hour), 
Linear fracture

Ribs 2∼3 pieces 
fracture, 

Chest fracture
0.1～0.4

3 
Serious

Coma
(1～6 hours, 

Linear fracture

heart bruise, 
Ribs 2∼3 pieces 

fracture
0.8～2.1

(The presence of 
hematoma or 

pneumothorax)

4 
Severe

Coma
(6～24 hours), 

Depressed fracture

both three or more 
fracture of the 

ribs, Chest injury
7.9～10.6

5 
Critical

Coma
(24 hours or 
more), Large 

hematoma

Severe laceration 
of the aorta 53.1～58.4

6 
Maximum 

Injury
- -

Can not be 
expected to 

survive on the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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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CAP(Korea New Car Assessment Program)에서는 

AIS≥4 등급 이상의 상해 가능성을 계산하게 되어 있

으며, 식은 식(2)와 같고 HIC 지수를 사용하여 부상확

률(P)을 구한다7).

exp×


  ≥  (2)

흉부의 상해는 흉부가속도를 이용하여 구하게 되며 

KNCAP의 AIS≥4 등급 이상의 상해 가능성을 식(3)으
로 구한다7).

exp×


  ≥  (3)

4. 인체 상해 해석

4.1 해석 조건

가스 폭발의 피해 예측은 폭발 압력의 전파 범위나 

그 압력으로 산출되며, 폭발 압력의 산출은 가스의 조

성비 및 가스의 량에 의해 산출되고, 폭발 초기 압력과 

환산범위를 통해 피해지역의 크기 및 피해량을 예측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가스 폭발의 폭압 산정은 

폭발물을 대표하는 물질인 TNT 당량으로 계산하거나 

모사를 통하여 해석하고 있다. TNT 당량이란 어떤 물

질이 폭발 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그와 동일한 에너

지를 발생시키는 TNT의 중량으로 나타내는 것을 의미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인체 더미의 물성 데이터를 보유

하고 있고 폭발을 해석할 수 있는 LS-DYNA를 이용 

하였으며, 실험에서 얻어진 가속도 값을 모사에 적용

하여 부탄용기의 TNT 당량을 구하였다. LS-DYNA는 3
차원 구조물의 동적 거동 해석을 위한 비선형 유한요

소 프로그램으로 외연적(Explicit) 시간 적분 기법을 바

탕으로 한 범용 유한요소 프로그램으로 선/비선형, 정/
동역학, 다물체 동역학 해석, 준/정적 해석, 열해석, 폭

 
Table 7. Detail Information of dummy model 

Dummy model
(LSTC.H3_5TH_Fast dummy)

Total mass Total mass 50.55 kg Total mass

Model information

node 7402
Beam 3
Spring 7
Shell 1624
Solid 2644
Sum 4278

Fig. 7. LSTC hybrid III 5th dummy.

발 및 관통, 파손해석, 크랙진전, 실시간 소음해석, 설
계최적화, 박판성형 후 탄성복원, 열-구조-유체 연성해

석, 고유치해석, 유체해석 등을 통하여 주로 자동차, 
기차, 항공기, 선박의 충돌해석, 에어백, 더미, 시트벨

트, 승객 거동의 안전해석 분야 등에 활용되어 지고 

있다11-14). 인체 상해 해석을 위해 본 연구에 적용된해

석용 더미는 실험에 사용한 마네킹(160 cm, 50 kg)과 

가장 유사한 모델인 LSTC Hybrid III 5th Fast dummy
를 선정하였으며 인체 더미의 물성은 Table 7과 같다. 
해석 알고리즘은 ALE(Arbitrary Lagrange Euler)를 사

용하였으며 더미 모델은 실험 조건과 동일하게 TNT
와 무릎사이의 거리가 700 mm 높이 1030 mm가 되도

록 설정하였고, 가속도 센서는 실험과 동일한 이마와 

흉부부위에 설정하여 측정하였다. 해석공간은 유체모

델로 정의하였고, 초기조건은 1 bar의 압력을 부여하

였으며, 모델구조에서 의자와 지면의 경계는 완전고정

조건을 적용 하였으며 더미는 자유구속조건를 적용하

였고, 더미 모델 연결부분과 의자와 지면 모델의 연결

은 접촉조건을 적용하였다. 

4.2 해석 결과

본 해석의 결과값으로 도출되는 TNT 당량은 

LS_DYNA 해석을 통하여 실험데이터의 가속도 결과

와 유사한 가속도 결과를 보이는 경우의 TNT당량을 

선정하였다. 해석 결과는 Table 8, Fig. 12와 같이 부탄

용기의 폭발량은 TNT 약 1 g에 해당되며, 가속도를 실

험 결과와 비교해보면 실험 시 머리가속도(최대 

12.56G, 최소-10.86G)가 해석 시 가속도(최대 15.81G 
최소 -12.25G)와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지만, 흉부의 경

우 실험 시 측정된 가속도(최대 8.09G, 최소 -8.56G)와 

해석 시 도출된 가속도(최대 45.04G, 최소 -51.16)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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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Position of ALE model and TNT.

Fig. 9. Position of ALE model + dummy.

Fig. 10. Measurement position of head and chest.

이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상해지수를 구하기 위한 머

리의 합성가속도와 흉부의 합성 가속도를 해석을 통하

여 산정하였으며 산정된 결과는 Fig. 13과 같다. 산정

된 결과의 머리 가속도는 75.6795G이고, 최대시간은 

18.05 msec이며, 흉부합성가속도는 60.3421G이고, 최대

시간은 5.38 msec이다. 

(a) Time: 0 msec

(b) Time : 1 msec

(c) Time: 2 msec

(d) Time: 5 msec

Fig. 11. Simulation result of TNT 1.0 g. 

Table 8. Acceleration comparison of experimental data and 
simulation data

Acceleration(G) Experimental value TNT1.0 g

Head
max. 12.56 15.81

min. -10.86 -12.25

Chest
max. 8.09 45.04

min. -8.56 -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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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cceleration graph for head

(b) Acceleration graph for chest

Fig. 12. Acceleration graph comparison of experimental data 
and simulation data.

Fig. 13. Synthetic acceleration of head and chest.

5. 인체 상해 평가 적용

LS-DYNA의 더미 해석 결과를 통하여 도출한 결과

를 인체상해평가 기준에 적용하여 인체 상해 평가를 

진행하였다. 우선 머리합성가속도 75.8795G와 흉부 합

성가속도 60.3421G를 사용하여 HIC를 구하였고, HIC
를 이용하여 

머리와 흉부의 부상확률(P : AIS≥4, 의식불명 6～24
시간, 함몰골절, 늑골 양쪽 3개 이상 골절, 흉부손상, 
사망률 7.9～10.6%)을 구하였으며 계산된 HIC는 식(4)
와 같다.

 max

 
 











  

max



 













계산결과 HIC는 450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값을 

적용하여 중상에 상당하는 P(AIS≥4)를 계산하면 아래

와 같으며, 3.1%의 확률로 중상을 입을 수 있음을 나타

낸다.

  exp  ×


 exp  × 


흉부상해 계산결과는 아래와 같으며, 20.3%의 확률

로 중상을 입을 수 있음을 나타낸다.

exp×


exp×


 

6. 결 론

인체와 유사한 구조용 마네킹에 인체 상해지수 도출

을 위한 가속도 센서를 부착하여, 이동식 부탄연소기 

폭발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상해지수 도출에 

필요한 가속도 데이터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가속도 

특정값을 LS-DYNA 모사 해석에 적용하였고 그 결과 

머리상해 기준으로 약 TNT 1.0 g의 폭발량에 해당하는 

TNT 상당량을 도출하였다. 이때 머리 부분의 최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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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는 실험 시 측정값(Max 12.56G)과 모사해석결과

(15.81G)가 유사하였으나 흉부 가속도는 실험 시 측정

값(Max 8.09G)과 모사해석결과(45.04G)의 편차가 크게 

나타내었다. 그 이유는 실험 시 폭발형태와 TNT 폭발

형태가 상이한 상태에서 머리의 가속도 측정값을 기준

으로 TNT 상당량을 환산하여 발생한 오차로 보인다. 
1.5 m 이내의 폭압에 의한 인체 상해는 해석결과의 합

성 가속도를 적용하여 AIS4(의식불명6～24시간, 함몰

골절, 늑골 양쪽 3개 이상 골절, 흉부 손상, 사망률 

7.9%∼10.6%)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P)을 구하여 부

탄연소기 폭발로 인한 인체 부위별 상해도를 도출하였

다. 상해확률(P)은 머리가 3.1%이고 흉부가 20.3%로 

계산되었다. 이동식 부탄연소기의 폭발 파편은 최대 

약 37 m까지 날아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불
판 및 이동식 부탄연소기와 같이 무게가 있는 것은 비

교적 근처인 6 m 이내(높이 약 2.08 m)에 비산되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비산되는 범위를 보았을 때 

연소기 180° 안쪽으로 주로 비산되는 것을 알 수 있었

으며, 이 범위 내에 있을 경우 충돌에 의하여 상해를 

입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화염온도는 670℃이상으

로 측정되었으며, 화염은 폭이 약 2.8 m이고, 최대 약 

4.3 m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측정되었으며, 이 범위 내

에 있을 경우 화상에 의하여 상해를 입을 수 있을 것으

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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