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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s the simple empirical and phenomenological model applied to the analysis of leakage and explosion of chemical substances 
does not regard numerous variables, such as positional density of installations and equipment, turbulence, atmospheric conditions, 
obstacles, and wind effects, there is a significant gap between actual accident consequence and computation. Therefore, the risk 
management of a chemical plant based on such a computation surely has low reliability. Since a process plant is required to have 
outcomes more similar to the actual outcomes to secure highly reliable safety, this study was designed to apply the CFD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simulation technique to analyze a virtual prediction under numerous variables of leakages and explosions very similarly 
to reality, in order to review the computation technique of the practical safety distance at a process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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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화학물질을 이용한 공정산업은 인류의 생활을 보다 편

리하게 하는 동시에 첨단기술을 더욱더 발전시키는 중요

한 산업으로 국내의 경우, 국가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

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정산업의 장점은 화학물질

이 갖고 있는 리스크에 의해 한 번의 사고로 모두 훼손될 

수 있을 만큼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는 것을 대형 화학사

고 사례들을 통해 우리는 경험적으로 인지할 수 있다.
화학공장은 수많은 화학물질과 위험공정들로 인해 사

고의 위험이 항시 존재한다. 특히 화학산업의 대표적 업종

인 Oil 정제 산업은 중질유 등의 개질(reforming)이나 분해

(cracking) 반응을 위해 상당량의 수소를 고온⋅고압 조건

에서 사용함에 따라 공장 내에서도 고위험 공정으로 관리

되고 있다. 이처럼 고온⋅고압의 수소를 대량으로 취급 및 

사용하는 위험공정은 항시 안전에 대해 예민하게 운영자

는 관리하고 있다. 특히, 운영자는 비상대응과 안전설계를 

위해 수소의 누출과 폭발사고 발생시 초래되는 정밀한 사

고결과를 필요로 하고 있다1). 그러나 수소의 누출과 폭발

에 따른 정밀한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직접 실험을 하기에

는 상당한 위험과 비용이 수반됨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2). 이에 사고의 결과를 수치적으로 예측하기 위해 이

론적으로 제안된 경험적 예측 모델인 TNT-Equivalency 
Model과 TNO-Multi Energy Model3,4)을 일반적으로 사용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델들은 지형이나 장애물 그

리고 건물 등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심도있게 고려하

지 않는 단순한 접근방법들로 한정된 정보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하다2). 특히, 폭발 모델 중 대표적으로 사용

되고 있는 모델인 TNT -Equivalency Model은 폭발시 발

생되는 강도를 TNT의 동일한 양으로 환산하여 계산하

는 경험적 계산 모델로써 원 거리의 폭발영향 평가에 

적용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3,5). 
이처럼 폭발의 결과를 분석함에 있어서 적용 가능한 

일반 모델의 제한적인 요건들로 인해 계산된 결과 값이 

신뢰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공정플랜트에서는 실질적이

며 효율적인 자체 안전활동을 위한 기초 근거로서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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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와 유사한 결과 값을 더욱더 필요로 하고 있다5,6).
본 연구는 이를 위해 수소의 누출과 이에 따른 폭발

에 대해 설비 및 장치의 형태와 밀집도, 난류, 대기상

태, 장애물, 바람의 영향 등 여러 변수가 고려되어 가

상적 예측 결과가 실제와 매우 유사하게 분석되는 

CFD(computational fluid dynamics) 시뮬레이션 방법7,8)

을 적용하여 정밀한 사고결과를 예측함과 동시에 이를 

기반으로 안전거리의 산정방법 그리고 임의 기준을 적

용한 안전거리에 대해 검토 및 제시하였다.

2. 연구방법

2.1 대상공정

본 연구는 안전거리 산정을 위한 시뮬레이션 대상으로 

화학공장의 대표적 공정인 정유공정 중에서 수소를 고온

⋅고압의 운전조건 하에 대량으로 사용하여 고위험 공정

으로 취급 및 관리되고 있는 RHDS(residue-hydro-de- 
sulfurization) Unit을 선정하였다(Fig. 1). 

RHDS 공정은 고유황상압잔사유 (H/S Atmospheric 
Residue)에 고온⋅고압의 수소를 첨가하고 탈황하여 유

동상촉매 분해공정의 원료가 되는 저유황 연료유 와 경유 

등을 생산하는 공정이다. 또한, RHDS공정은 Hyvahl로도 

불리며 감압증류탑(vacuum distillation unit, VDU)에서 나

오는 VR(vacuum residue)과 VGO(vacuum gas oil) 그리고 

상압증류탑(crude distillation unit, CDU) 하단에서 나오는 

잔사유(atmosphere residue, AR)에 포함되어 있는 Metal, 
Asphaltenes, Nitrogen, Sulfur의 함량을 감소시키는 공정이

다. RHDS 공정은 고온⋅고압의 화학반응으로 인해 

Naphtha, Gas Oil 등 일부 경질유도 생산된다. 공정의 일반

적인 운전조건은 온도가 370~430℃이며 압력은 160 ~170 
kgf/cm2로 운전되는 고위험 공정이다7).

2.2 모델링 시나리오

RHDS 공정의 위험확인(HAZID)에 따른 수소 누출

지점은 수소 이송배관의 Reducer 용접부로 Fig. 2에 제

Fig. 1. 3D geometry of the general RHDS unit.

Fig. 2. Hydrogen leak point at the RHDS process and reducer 
description.

Fig. 3. Leakage direction of hydrogen leak accident scenario: 
±X and ±Z. (a) for ±X axial hydrogen leaks (26.6, 67, 0.8 for 

leak point coordinate) and (b) for ±Z axial hydrogen leaks 

(28.6, 67, 0.8) for leak point coordinate.

Table 1. Simulation inputs for hydrogen leak accident scenarios

Leak
area(㎡)

Discharge
rate(kg/s)

Incident 
outcome case

Leak
direction

Leak
duration

1.57e-3 15.0

▪2.03 m/s, wind
▪Stability Class F
▪Wind Direction 79°
▪Temperature 21.8 ℃

±X
±Z 661s

시한 바와 같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의 누출공 크기는 

0.00157 ㎡(타원형의 구멍), 누출률은 165 kgf/㎠의 내부

압력과 60℃의 온도 등 공정조건을 고려하여 계산된 

15.0 kg/s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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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주요 시뮬레이션을 위한 입력 값들은 Table 1
에 나타내었다.

장치 및 설비가 복잡하게 설치 운영되고 있는 화학

공장의 경우 누출되는 방향에 따라 설비 및 장치들의 

밀집도가 다르게 분포되어 있어 피해결과가 크게 달라 

질 수 있다. 이에 누출되는 방향은 Reducer와 배관의 

설치 방향(±Y)을 제외한 Fig. 3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X, ±Z 방향의 수소누출에 따른 확산 및 폭발 시뮬레

이션을 적용하였다.

2.3 수치해석 모델

수소의 누출과 폭발에 대한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

서 활용한 CFD Code는 FLACS로써 이는 3차원의 공간

에 데카르트 격자(cartesian grid)를 작성하고 여기에 유

한체적법을 적용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논리구조를 갖

고 있다. FLACS Code의 압축가스 거동을 위한 주요지

배 방정식은 연속방정식 (1), 운동량 방정식(Navier- 
Stokes) (2), 에너지 전달 방정식 (3) 그리고 화학종 보

존 방정식 (4)으로 아래 식과 같이 표현된다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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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FLACS Code는 난류(turbulence) 거동을 해석하

기 위해 k-ε모델 (5)을 활용하고 있으며 난류 운동 에

너지의 소실비율을 위한 ε은 식 (6)으로 표현된다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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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구조해석에서는 Object(또는 Solid)의 거

동해석을 위해 표면에 Mesh를 생성하나 CFD에서는 

Mesh 대신 Grid(격자) 개념으로 데카르트 좌표(cartesian 
coordinate), 즉 교차하는 축의 위치에 의해 평면(2D) 또
는 공간(3D) 상의 해석이 이루어진다. 그동안 FLACS 

Code는 실험을 기반으로 정확성이 입증되었는데 특히, 
수소의 다양한 누출조건에 따른 확산 시뮬레이션 결과

는 실험대비 아주 좋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수
소의 누출사고는 폭발을 초래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도 아주 좋은 결과가 입증되었다10-13).

3. 연구결과

3.1 누출확산 시뮬레이션

RHDS 공정의 수소 누출사고 시나리오에 대한 확산 

시뮬레이션 결과, 각 누출방향 별 폭발범위를 갖는 폭

발체적(㎥)을 Fig. 4에 제시 하였다. Fig. 4에 제시된 결

과를 통해 알 수 있는 중요한 점은 수소의 누출사고가 

발생할 경우 폭발범위를 갖는 폭발체적(㎥)은 약 100 s 
이후부터 체적(㎥)의 평형 상태가 존재하다는 점이다. 
이는 다시 말해 누출되는 수소의 양과 대기로 기화되

는 수소의 양 사이에서 체적(㎥) 평형상태가 형성되는 

것으로 수소의 물리적 특성인 끓는점과 증기압이 대기

조건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시뮬레이션

의 폭발범위 체적(㎥)은 100 s 이상의 시간동안 누출이 

지속될 경우, 300 s나 600 s에서의 누출결과와 유사하

다는 의미로 해석 할 수 있다. Fig. 5는 100 s에서 각 

누출방향에 따른 폭발범위를 나타내고 있다. 
수소 누출사고의 확산 시뮬레이션 결과(Fig. 4, 5), 

폭발체적(㎥)은 +X 방향의 누출에서 가장 크게 형성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통해 동일한 지점에서

의 누출일지라도 폭발결과는 각각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가연성 가스나 증기의 확산 및 폭발 시뮬레

이션은 한 지점의 누출사고에 대해 각각의 다른 누출

방향을 고려한 시뮬레이션이 수반되어야 정밀하게 사

고결과를 예측 할 수 있다.

Fig. 4. The time-dependent flammable volume(㎥) for each 

hydrogen leak direction of hydro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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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he volume of flammable limit in accordance with the 
each leak direction for 100 s.

3.2 폭발 시뮬레이션

누출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계산된 폭발체적(㎥)
을 기반으로 폭발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를 Fig. 6
에 제시하였다. 그리고 누출방향에 따른 폭발범위는 

Fig. 4, Fig. 5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X방향의 수소

누출이 가장 크게 형성되었으나 최대 폭발압력은 +Z방

향의 누출에서 발생되었다. 이는 폭발체적(㎥) 영역에 

화학설비와 장치들의 밀집도가 다른 누출의 방향보다 

크기 때문에 폭발시 난류형성으로 인한 연소속도가 증

가함에 따라 나타난 결과로 분석된다. 그리고 –Z방향

의 누출에 따른 폭발 시뮬레이션의 경우 2차 폭발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 7은 지상 6 m 지점의 높이에서 각 누출방향 별 

폭발압력을 나타낸 것으로 제시된 폭발압력은 0.01 
barg ~ 0.05 barg이다. 0.05 barg의 폭발압력을 나타내는 

영역(진한 적색)에 위치한 구조물이나 장치류는 대부

분 손상을 받게 되며 결과적으로는 도미노 피해가 추

가로 발생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3.3 안전거리

본 연구는 수소의 누출 방향에 따른 확산 및 폭발 

Fig. 6. The maximum explosion pressure(Pmax)under each 

direction and time.

Fig. 7. Leak-directional Explosion Simulation from 0.01 barg 
to 0.05 barg at 6m high.

시뮬레이션 결과를 활용해 RHDS 공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피해가 공정 외부로 전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전거리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안전거리 기준이 되는 

폭발과압으로는 유리를 파열시킬 수 있는 압력인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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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ffected the scale of 1 kPa pressure due to the 
explosion in the RHDS unit

Effect
overpressure

Direction

+X -X +Z -Z

0.01 barg 6 m
(East)

13 m
(West)

12 m(East)
30 m(West)

10 m
(West)

Fig. 8. Safety distance under directional explosion simulation 
results.

barg로 선정하였다.
폭발과압 0.01 barg는 확률단위(Probit) 방법1)을 이

용할 경우, 유리를 99% 파열시킬 수 있는 압력으로 

폭발 시뮬레이션에 적용한 안전거리를 Table 2에 제시

하였다.
Fig. 8은 누출지점과 점화지점 그리고 0.01 barg를 초

과하는 폭발압력의 영향거리를 나타낸 것으로 +X방향 

폭발은 RHDS 공정의 동쪽 경계면으로 부터 외부로 6 
m 지점까지 영향을 미치며 –X방향 폭발은 Fig.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누출방향에 장애물이 없는 빈 공간으

로 폭발범위를 갖는 체적(㎥)이 누출지점으로부터 상

당부분 떨어져 형성됨과 동시에 적게 형성되나 서쪽 

경계면으로부터 외부로 13 m를 초과하여 영향을 미치

고 있다. +Z 방향의 폭발은 다른 폭발에 비해 가장 큰 

피해영향을 나타내고 있는데 RHDS 공정의 경계로부

터 동쪽방향으로 12 m, 서쪽방향으로는 30 m를 초과

하여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마지막으로 –Z 방향의 폭발은 서쪽방향으로 경계

면으로부터 10 m 지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RHDS 공정에서 유리 99%의 파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각 누출방향별 폭발결과를 고려하여 공정의 

경계로부터 0.01 barg의 폭발압력이 영향을 미치는 거

리(Table 2, Fig. 8) 이상의 안전거리가 요구된다.

4. 결 론

본 연구는 공정플랜트의 대표적 고위험 공정인 

RHDS 공정을 대상으로 안전거리를 산정 할 수 있는 

방법론을 검토 및 제시하기 위해 CFD Code를 활용하

여 수소누출에 대한 확산 및 폭발 시뮬레이션을 실시

하였다. 
그리고 복잡한 화학설비와 장치들에 의해 공간적 제

약을 받고 있는 화학공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하나의 누

출 지점에서 대해 각기 다른 누출방향 즉, ±X, ±Z의 방

향으로 누출된 경우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적용하였다.
또한, 안전거리의 피해기준이 되는 사고결과로써는 

임의로 유리가 파열 될 수 있는 폭발압력인 0.01 barg
를 적용하였다. 

누출 시뮬레이션 결과, 하나의 누출 지점에서 ±X, 
±Z의 각 방향으로 수소 누출이 발생할 경우, 누출 시

작 후 약 100 s 후에 모든 누출방향에서 폭발범위의 체

적(㎥) 평형상태가 발생하였으며 가장 넓은 폭발체적

(㎥)은 +X 방향의 누출에서 형성되었다. 그러나 폭발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폭발영향을 가장 넓게 미

친 누출 사고는 +Z 방향의 수소 누출로 나타났다. 이
는 공정내 설비 및 장치들과 같은 장애물들의 높은 밀

집도가 난류확산과 연소속도를 높임으로써 폭발결과

에 큰 영향을 미친 결과로 분석된다. 이를 통해, 복잡

한 공간적 제약을 갖고 있는 화학공정은 안전거리를 

산정함에 있어서 한 지점의 누출사고에 대해 각기 다

른 누출 방향을 필수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안전거리의 경우, 각 국가별 기준이 모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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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gulation of safety distance in Korea14) 

Classified Safety distance
The distance between unit process 
facilityㆍequipment, and other unit 
process fac -ilityㆍequipment

10 meters or more from outer part 
of equipment

The distance between flare stack, and 
unit process faci -lityㆍequipment, 
hazardous substance storage tank or 
ha -zardous substance unloading 
equipment

Within a 20-meter radius from flare 
stack: Provided that it shall be 
otherwise if is installed under the 
roof where unit process fac –ility 
is constructed with non- combustible 
material.

The distance between hazard -ous 
substance storage tank, and unit 
process facilityㆍeq -uipment, boiler 
or heating furnace

20 meters or more from outer part 
of storage tank: Provided that it shall 
be otherwise where pro -tective wall 
of a storage tank, remote control 
equipment or wa -tering equipment 
is installed.

The distance between officeㆍresearch 
roomㆍlaboratoryㆍmaintenance 
room or resta -urant, and unit process 
faci -lityㆍequipment, hazardous 
substance storage tank, hazar -dous 
substance unloading eq -uipment, 
boiler or heating furnace

20 meters or more from outer part 
of an office, etc: Provided that it 
shall be otherwise in the case of 
heating boiler or where protective 
structure is installed onto a wall of 
an office.

데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법상 위험물과 관련된 화학 

및 부속 설비에서의 안전거리는“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1조(Table 3)”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법에 제시된 안전거리는14) 근거가 되는 피해결과와 영

향인자에 대해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지 않아 현장에서 

많은 혼선이 있다. 이에 실질적인 안전거리의 산출 방

법으로써 본 연구에서 검토 및 제시한 안전거리의 산

정방법론을 활용하여 피해의 기준이 되는 결과 값을 

IGC Doc 75/07/E15), AIHA16), CCPS1)에서 제시하는 피

해영향(harm effect)의 기준으로 변경하여 적용할 경우 

국가별 공정산업에 적합한 실질적인 안전거리를 산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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