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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정유․석유화학산업의 특성상 량 저장하거나 취

급하므로 사고가 발생하면 이는 곧 엄청난 피해를 야

기하는 중 산업사고 즉, 형사고로 발전하게 된다. 

표적인 예는 세계 2위 석유회사인 BP가 운영하던 

석유 시추선(Deepwater Horizon) 폭발사고로 현재까지 

변상액만 55조원으로 막 한 재산적 손실을 가져오는 

형사고의 실정을 나타내며1), 이와 같이 화학물질 

량 취급, 설비 노후화 등으로 인한 중 산업사고로 인

근 주민과 환경에까지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고 

발생 가능성은 매우 높다2). 가장 많이 발생한 사고 유

형은3) 발생조건에 따라 밀폐공간 증기운 폭발과 개방

공간 증기운 폭발로 구분되는4) 증기운 폭발이다3). 따

라서 화학공장의 이러한 특수성을 잘 인식하여 안전사

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관리 방안을 수립할 필요성

이 요구되고 있으며5), 사고예방을 위해 화학물질관리

법상에서는 가스감지기, 누액감지기 등의 완화장치를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다6). 가스감지기의 배치 방법

론은 해외의 경우 영국의 Health & Safety Executive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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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order to prevent major and chemical accidents, some of the plants which would like to install and operate hazard chemicals handling 
facilities must submit Off-site Consequence Analysis due to recent arisen leak accidents since 2015. A lot of chemical industrials choose gas detectors 
as mitigation equipment to early detect gas vapor. The way of placement of gas detectors has two methods; Code-based Design(CBD) and 
Performance-based Design. The CBD has principles for gas detectors to be installed with consideration for the place that is expected to accumulate 
gas, and the leak locations according to legal standards and technical guidelines, and has a possibility to be unable to detect by these rules to locate 
gas detectors by vapor density information. The PBD has two methods; a Geographic Method and Scenario based Method. The Scenario-based 
Method has been suggested to make up for the Geographic Coverage Method. This Scenario-based Method draw the best optimum placement 
of gas detectors by considering leak locations, leak speed information, leak directions and etc. However, the domestic placement guidelines just 
refers to the CBD. Therefore, this study is to compare existing placement location of gas detectors by the domestic CBD with placement locations, 
coverages and the number of gas detectors in accordance with the Scenario-based Method. Also this study has measures for early detecting interest 
of Vapor Cloud and suitable placement of gas detectors to prevent chemical accidents. The Phast software was selected to simulate vapor cloud 
dispersion to predict the consequence. There are two cases; an accident hole size of leak(8 mm) from API which is the highst accident hole size 
less than 24.5 mm, and a normal leak hole size from KOSHA Guide (1.8 mm). Detect3D was also selected to locate gas detectors efficiently and 
compare CBD results and PBD results. Currently, domestic methods of gas detectors do not consider any risk, but just depend on domestic code 
methods which lead to placement of gas detectors not to make personnels recognize tolerable or intolerable risks. The results of the Scenario-based 
Method, however, analyze the leak estimated range by simulating leak dispersion, and then it is able to tell tolerable risks. Thus it is considered 
that individuals will be able to place gas detectors reasonably by making objectives and roles flexibly according to situations in a specific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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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HSE) 기관에서 1993년 4월 처음 지리적으로 누출

범위를 산정하고 Grid(격자)를 이용하여 감지기를 설

치하는 Geographic Coverage Method(이하, 지리적 범위 

방법론)7)과 지리적 범위 방법론을 보완하기 위해 

Scenario 기반 방법론8)이 제안되었다. 국내의 경우 법

적 기준과 기술지침에 따라 가스가 누적되는 장소 및 

누출되는 장소를 고려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이하, CBD : Code Based Design) 하지만 상기의 방

법은 가스감지기 설치 장소에 한 일관성이 결여되

고, 위치 및 장소가 설치자에 따라 상이한 문제가 발

생되고 있으며 규칙만으론 가스감지기가 누출을 감지

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한다9).

따라서 본 연구는 CBD에 따라 설치된 가스감지기의 

설치장소 및 설치위치를 Scenario 기반 방법론과비교하

여 합리적인 가스감지기 Mapping의 적정성을 검토하

고자 한다. 

2. 문헌연구

2.1 육상 석유화학 플랜트 인화성 증기운의 위험성

증기운 폭발(Vapor Cloud Explosion)은 석유화학 및 

공정산업에서 가장 위험하고 파괴적인 폭발이다. 용기 

또는 파이프와 건물 등과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

하는 밀폐 공간 증기운 폭발(Confined Vapor Cloud 

Explosion)과 개방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개방공간 증기

운 폭발(UVCE : Unconfined Vapor Cloud Explosion)으

로 구분되며, 가연성 증기 방출, 가연성 증기의 확산, 

증기운 점화 단계를 거친다. 

가연성 증기운이 점화, 폭발하면서 발생하는 파장은 

그 피해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며, 석유화학플랜트와 같

이 배관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폐되어 있는 지역의 경

우 증기운 유입 시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10).

2.2 가스감지시스템 및 Mapping
2.2.1 가스감지시스템

인화성 또는 독성 화학물질의 누출이 있는 경우, 가

스 경보 시스템이 플랜트 비상경보 시스템의 일환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가스감지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직원 

Table 1. Types of general gas detectors

Type Description

Open Path Gas 
Detectors(OPGD)

- Beaming IR to the whole sector of monitoring
- Transmitting the average gas concentration in the 

path of the initial and last consequence

Point Combustible 
Gas Detectors(IR)

- Used for detecting gas at the specific location

안전, 재산보호, 규제 모니터링,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

향 중 하나 이상의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일반적인 

가스 감지기 배치종류는 Table 1과 같다11).

2.2.2 가스 감지기 Mapping
가스감지기는 누출감지가 주목적이지만,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에 해 높이 설치하거나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에 해 낮은 위치에 배치하는 규칙만으론 가스감

지기가 누출을 감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재산과 인명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 

장비의 사용은 설치자의 경험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

지 않으며, 데이터를 비롯한 규정과 표준에 근거해야 

한다. 가스감지기의 설치는 감지기의 적용 범위, 원료

원의 특성, 운영 조건에서 산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야 하며 가스 감지기 최적의 배치 장소와 필요 수

량을 그래픽으로 표현한 것을 Mapping이라 한다.

Mapping을 위해 가스의 특성, 외부 기상조건 등을 고

려해야 함으로 결국 가스 감지기의 위치와 수량을 결정

하는데 있어 서면으로 작성된 규칙은 Offshore 적용 분

야를 제외하고 Onshore의 규칙은 존재하지 않는다9).

2.3 국내 가스 감지기 적용 방법론

2.3.1 국내 가스 감지기 설치기준

현재 국내에서 적용하고 있는 가스감지기 방법론은 

CBD로 법적기준 및 기술지침을 따르고 있으며, 가연

성 또는 독성물질 등을 제조․저장 및 사용․판매하는 

범위 내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고

압가스안전관리법｣ 중 해당하는 법적 기준에 따라 설

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3.2 국내 가스감지기 기술지침

국내 가연성 가스감지기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은 

KOSHA GUIDE P-135-2013(인화성 가스 검지 및 경보

Table 2. Comparison of specification for gas detectors

Code Location of detectors

KOSHA GUIDE
(P-135-2013)

- Placing detectors close to the region having a probability 
of the gas leak

- Placing with consideration for several conditions which 
are able for leaked surrounding gas to stay

KS C 6591:2007
- Placing with consideration for the gas density, air flow, 
and etc.

KSG FP111
Placing with the ratio of more than 1 detector per 20 
m (the surface area of the specific equipment) at locations 
possible for gas to be leaked and stay

KGS FP112

Placing with the ratio of more than 1 detector per 20 
m (the surface area of the specific equipment) at locations 
possible for gas to be leaked and stay in case of 
high-pressure gas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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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등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기술지침)12), KS C 

6591:200713), KGS FP11114), KGS FP11215)에 기술되어

있다. 감지기 설치 위치에 관한 내용은 Table 2와 같다. 

2.4 해외 가스 감지기 적용 방법론

2.4.1 지리적 범위 방법론

지리적 범위 방법론은 영국의 Health & Safety Executive 

(HSE)에서 처음으로 제안되었고 90년 까지 산업에서 

널리 채택되었다. 한정된 데이터로 가스가 누적되어 있

는 장소를 계산하기 용이하며 오직 지역적인 자료만으로 

산출이 가능하다. 장애물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단순한 

공정에 적용이 용이하며,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그리드 

시스템이다. 그리드 시스템이란 일정한 간격으로 감지기

를 설치하여 특정크기의 가스구름이 감지기에 감지되는 

시스템이며 지리적으로 감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지

는 장소에 누출이 발생하는 경우 설치배열을 고려한 누

출감지 장비에 의해 감지하는 방법이다7,8). 

2.4.2 시나리오(Scenario) 기반 방법론

시나리오 기반 방법론(PBD : Performance Based Design)

은 누출시나리오의 산정결과를 이용하여 가스감지기의 

설치 장소를 결정하는 방법으로써 잠재적인 위험의 분

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가스탐

지기의 설치는 설치장소의 순위를 매길 수 있으며 이러

한 순위는 가스탐지기의 설치를 최적화 할 수 있다. 시

나리오를 구성하는 요인은 누출장소, 누출속도, 누출방

향, 풍향, 풍속 등이 있으며 위 요인들을 고려하였을 때 

누출장소 한 곳에 수많은 시나리오가 도출될 수 있다. 

이렇게 도출된 시나리오를 종합하여 정량화하고, 정량

화된 자료를 통하여 가스감지기 설치의 최적의 장소가 

결정된다8).

3. 연구방법 개요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CBD에 따라 설치된 가스감지기와 

Scenario에 따라 설치된 가스감지기를 비교하기 위하여 

석유화학플랜트인 BTX공정 중 벤젠과 톨루엔을 분리

하는 BT공정을 상공정으로 선택하였다. 톨루엔과 벤

젠을 분리하는 Column과 분리된 톨루엔을 저장하는 

상압저장탱크를 상설비로 하여 누출장소와 누출공

의 크기를 설정하였고 PHAST를 이용하여 톨루엔의 

누출영향범위를 산정하였다. 산정된 누출영향범위를 

Detector3D를 이용하여 도식화하였고, CBD와 시나리

오를 기반으로 가스감지기를 배치하여 결과를 비교하

였다.

3.1 PHAST 프로그램 증기운 모델링 인자설정

3.1.1 톨루엔

본 연구에서는 증기운 발생 모델로 톨루엔 Column

과 톨루엔 저장탱크를 선정하였다. 톨루엔은 화학물질

안전관리정보시스템의 MSDS16)를 참고하였으며 물리․

화학적 명세는 Table 3과 같다.

Table 3. Toluene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Description

Physical&
Chemical properties

State Liquid

Boiling Point 110.6℃

Vapor Pressure 28.4 mmHg@25℃

Density 0.86 g/cm3@20℃/4℃

Hazardous 
characteristics of fire 

and explosion

- It is Easily ignitable by the heat, spark or flame 
due to the high flammable materials.

- The vapor forms an explosive mixture by bonding 
in the air.

Flash Point 4℃(Closed cup)/16℃(Opened cup)

LEL(%) 1.3%/1.1%

3.1.2 설비 및 공정조건

본 연구에서는 BTX 공정에서 주요 생산품인 벤젠을 

생산하고 벤젠의 원료로 사용되는 톨루엔을 정제하는 

BT 공정의 주 시설로 톨루엔 Column과 톨루엔 저장시

설을 선정하였다. 톨루엔 Column의 운전압력과 온도는 

BTX 공정편람17)을 참고하여 설정하였으며, 상층부는 

기체상태, 하층부는 액체상태이므로 각각의 상태에 따

라 운전조건을 달리 하였다. 톨루엔 저장설비는 상압

저장탱크로 설정하였다. 해당 하는 설비들의 공정조건

은 Table 4와 같다.

톨루엔 Column의 경우 증류되는 톨루엔을 액상으로 

만들기 위해 Evaporator를 통과하며, 이때 Evaporator 

Table 4. Process conditions

Facilities Condition

Column
(Evaporator 

upper flange)

State Vapor

Operating temperature 123℃

Operating pressure 0.4053 bar

Volume 18.064 m3

Column
(Evaporator 

lower flange)

State Liquid

Operating temperature 120℃

Operating pressure 0.4053 bar

Volume 18.064 m3

Atmospheric 
Storage Tank
(Inlet flange)

State Liquid

Operating temperature 25℃

Operating pressure 1.01325 bar

Volume 181.736 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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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단 Flange 내 Gasket을 관심 누출원으로 설정하

였다. 또한 Column 내부의 체적은 50% Packing column

으로 내부 충진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가정하였고, 나

머지 톨루엔 증기는 25%로 Column상부에서, 25%는 

액체로 Column하부에서 방출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Evaporator에서 출고 기를 위해 정제된 톨루엔은 Tank 

farm의 상압저장탱크에 저장되기 때문에, 톨루엔 저장

탱크의 관심 누출원은 상압저장탱크의 인입측 Flange

의 Gasket으로 선정하였다. 

3.1.3 기상조건

현실적인 조건으로 감지기를 배치하기 위하여 기상

조건은 화학물질안전원의 시나리오 선정에 관한 기술

지침의 안의 시나리오18)를 참고하였다. 사고 시 및 

평상시 기상조건의 평균풍속 및 평균온도, 기안정도

는 3.1 m/s, 25℃, D로 설정하였다.

3.1.4 시나리오 조건

3.1.4.1 PHAST 프로그램 data 입력

증기운이 형성되는 범위는 위의 모델링 설정 인자를 

토 로 PHAST 7.1-DNV G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

화성 증기운의 영향범위를 분석하였다. 톨루엔 Column

의 경우 Vapor와 Liquid 두 가지의 상태로 구분하여 모

델링을 시행하였으며, 톨루엔 Column과 톨루엔 상압저

장탱크의 조건은 Table 3 및 Table 4와 같다.

3.1.4.2 평상시 시나리오 조건

가스폭발위험장소 설정에서 인화성물질 누출원은 

연속누출등급, 1차 누출등급, 2차 누출등급으로 구분되

어진다. 부분의 누출원은 1차 누출등급(Primary grade 

of release)으로 정상작동 중에 주기적 또는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누출지점을 선정하게 

된다. 그러나 누출 특성을 조사할 때, 폭발위험분위기

가 누출원 인근에 존재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누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2차 누출등급은 설비가 누출이 예상되어지지 않는 펌

프, 압축기 및 밸브 등에서 누출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2차 누출의 경우 정상 작동상태에서 발생

되지 않는 모든 누출로 간주되며 예측주기는 통상 무

시한다. 1차 누출등급의 경우 누출공의 크기는 누출 오

리피스의 형태와 크기에 따라 달라지지만 누출이 예상

되어지지 않는 2차 누출등급의 경우는 누출공 산정에 

고려해야 하는 요소를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KOSHA Guide19)를 참고하여 결정하였다.

따라서 평상시 누출 시나리오는 상설비를 톨루엔 

Column과 톨루엔 저장시설로 선정하였으며 예측하지 

못한 압축섬유 개스킷 류의 플랜지에서 직경 1.78 mm

의 누출공의 누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설정하였다19).

3.1.4.3 사고시 시나리오 조건

장외영향평가 위험도분석 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LOPA(Layer Of Protection Analysis)의 고장률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하는 시나리오는 배관파열, 배관누출, 상압 

탱크 파열, 플랜지 등 개스킷 파손, 펌프고장, 낙뢰 등 

다양한 경우가 존재한다20). 또한 화학공장의 피해최소화

책에 관한 기술지침에 따르면 화학설비에서 주로 누

출이 일어나는 지점은 입․출입 배관 부위의 누출, 용기

의 부식에 의한 누출, 안전밸브 작동에 따른 기 누출 

등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가장 발생확률이 높은 사고시

나리오는 배관 계 누출의 경우로 언급하고 있다21). 또한 

미국석유학회(API)은 미국 내 화학공장에서의 누출사고 

중 가장 많은 경우를 누출공의 직경은 25.4 mm이하라고 

하였다22).

따라서 사고 시 누출 시나리오는 상설비를 톨루엔 

Column과 톨루엔 저장시설로 선정하였으며, 해당 설비

의 Gasket 및 배관에서 직경 8 mm 누출공이 발생하여 

누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설정하였다. 

3.2 Detect3D 가스감지기 Mapping 인자설정

본 연구에서는 CBD로 배치된 가스감지기 및 가스누

출영향범위를 도식화하고 배치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Detect3D를 이용하여 가스감지기의 Mapping 위치 

및 감지범위를 나타내었다. Detect3D는 화재 및 가스 

Mapping 프로젝트를 3D로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

로 Insight numerics사에서 개발되어졌다.

3.2.1 가스 탐지범위 설정

국내 가스 감지기의 경보 설정치는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5-59호, KOSHA GUIDE(P-135-2013)명시되어 있

다. 가연성 가스 누출 감지경보기는 감지 상 가스의 

폭발하한계 25%이하에서 경보가 울리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가스감지기의 감지직경을 5 m로 설정

하였고 폭발하한계의 25%이상이 되는 범위를 감지하

도록 하였다.

4. 연구결과

4.1 PHAST 누출 모델링 결과

본 연구에서는 PHAST 누출 모델링을 통해 Table 5 

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모든 시나리오의 외부 누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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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ide view of vapor dispersion at the column during the 
general operations(vapor phase).

Fig. 2. Effect areas of vapor dispersion at the columns during 
the general operations(vapor phase).

향은 수평으로 설정하였으며, 관심 농도는 폭발하한계

의 25%13)인 2,750 ppm으로 설정하였다. Table 5에 나

타난 거리는 증기운의 영향범위를 Side view에서 본 것

으로 Fig. 1과 같다. 이를 통해 Detect3D에서 누출원의 

누출영향범위를 Fig. 2에 나타내었다. 

Table 5. Gas dispersion scenarios simulated in the phast

Scenario Hole size 
(mm)

Release location Distance 
downwind

x, (m)
Elevation

(m)
Tank head

(m)

Column
(Vapor) 1.78 7.6 0 1.5

Column
(Vapor)

8 7.6 0 5.5

Column
(Liquid)

1.78 3.33 2 5.83

Column
(Liquid) 8 3.33 2 14.56

Atmospheric 
Storage Tank 1.78 1 10 3.92

Atmospheric 
Storage Tank 8 1 10 36

4.2 Code-based Design Mapping 
PHAST로 증기운의 누출영향범위를 산정하였고, 

Detect3D를 이용하여 증기운의 누출영향범위와 CBD로 

배치된 가스감지기를 도식화 하였다. 가스감지기는 

Column에 2개, 상압저장탱크에 1개가 설치되어 있다. 

적색은 누출영향범위이며 청색은 가스감지기의 감지 

범위이다. 누출영향범위를 V 1.78 / x로 표현하였으며 

V는 증기, L은 액체, 1.78은 누출공의 직경, x은 누출영

향범위의 구분번호로 설정하였다. 

Fig. 3은 평상시 Column상부에서 증기로 인해 생성

되는 톨루엔의 누출영향범위를 도식화하였다. 

Fig. 3. Effect areas of vapor dispersion at the columns during 
the general operations and placement of gas detectors 

applying CBD(vapor phase).

 

Fig. 4. Leak range of vapor dispersion at the columns during 
the general operations except for buildings and a plane view 

and side view on placement of gas detectors(vapor phase).

Fig. 4는 Fig. 3의 누출영향범위와 가스감지기의 감

지 범위를 명확성을 위하여 Object를 제거한 그림이다. 

누출원에서 발생되는 누출영향범위의 중복된 부분과 

가스감지기의 감지 범위를 표시하고 있다. Fig. 4의 좌

측(평면도)을 보면 가스감지기로 인해 감지가 되는 것

처럼 보이나 Fig. 4의 우측(측면도)을 보면 누출장소가 

너무 높아 가스감지기로 감지가 되지 않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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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ffect areas of vapor dispersion at the columns during 
the accident condition(vapor phase).

 

Fig. 6. Leak range of vapor dispersion at the columns during 
the accident condition except for buildings and a plane view 

and side view on placement of gas detectors(vapor phase).

Fig. 7. Effect areas of vapor dispersion at the columns during 
the general operations(liquid phase).

Fig. 5는 사고 시 Column상부에서 증기로 인해 생성

되는 톨루엔의 누출 영향범위를 도식화한 것이다. 누

출영향범위가 중복되어 있는 범위의 경우 누출영향범

위가 중복된 정도에 따라 붉기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5와 Fig. 6의 좌측(정면도)을 보면 가스감지

기로 인해 감지가 되는 것처럼 보이나, Fig. 6의 우측

(측면도)을 보면 누출장소가 너무 높아 가스감지기로 

감지가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7는 평상시 누출 중 Column하부에서 톨루엔 액

체누출의 영향범위와 가스감지기의 배치 및 감지범위

를 도식화 한 것이며 Fig. 8을 살펴보면, 적색으로 표시 

된 중복된 누출 영향범위에 청색으로 표시 된 가스감

지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9는 사고 시 누출 중 Column하부에서 톨루엔 

액체누출의 영향범위와 가스감지기의 배치 및 감지범

위를 도식화 한 것이다. 이때 모든 누출영향범위가 가

스감지기에 감지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10는 평상시 누출 중 상압저장탱크에서 액체로 

누출되는 톨루엔의 영향범위와 가스감지기의 배치 및 

감지범위를 도식화 한 것이다. 상압탱크의 누출영향범

위는 황색으로 표시하였으며, 청색은 가스감지기의 감

지 범위이다. 누출영향범위의 중복 정도에 따라 더 진

하게 표시되며 Column에서와 마찬가지로 Fig. 11에 평

면도와 측면도를 나타내었다. 상압저장탱크에 배치된 

 

Fig. 8. Leak range of vapor dispersion at the columns during 
the general operations except for buildings and a plane view 

and side view on placement of gas detectors(liquid phase).

Fig. 9. Effect areas of vapor dispersion at the columns during 
the accident condition and placement of gas detectors 

applying CBD(liquid 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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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Effect areas of vapor dispersion at the atmospheric 
storage tanks during the general operations and placement of 

gas detectors applying CBD(liquid phase).

 

Fig. 11. Leak range of vapor dispersion at the atmospheric 
storage tanks during the general operations except for 

buildings and a plane view and side view on placement of 

gas detectors(liquid phase).

Fig. 12. Effect areas of vapor dispersion at the atmospheric 
storage tanks during the accident condition and placement of 

gas detectors applying CBD.

가스감지기는 L 1.78/2, L 1.78/4 만 감지가 가능하며 

L 1.78/3과 L 1.78/2의 누출영향범위는 감지가 불가능

하다.

Fig. 12는 사고 시 누출 중 상압저장탱크에서 액체로 

누출되는 톨루엔의 영향범위와 가스감지기의 배치 및 

감지범위를 도식화 한 것이다. 이때 모든 누출영향범

위가 가스감지기에 감지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4.3 시나리오기반 Mapping
4.3.1 시나리오기반 Mapping설정

이 방법은 시나리오를 고려한 후 위험성평가를 통해 

수용 가능한 또는 수용 불가능한 위험도를 구분한 후 

수용 불가능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장소에 가스감지

기를 배치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평상시 가스누출 감

지향상을 위한 배치와 누출사고의 효율적인 예방을 위

한 배치를 목표로 가스감지기를 배치하였다.

4.3.2 평상시 가스누출의 감지향상을 위한 배치

평상시 가스누출의 감지 향상을 위한 배치는 Column

에서 가스 및 액상누출, 상압저장탱크에서 액상누출을 

고려하여, 가스감지기 범위의 향상을 목표로 설정하였

다. Fig. 13과 Fig. 14는 Column에서 증기로 인한 평상시 

누출범위를 감지를 위한 가스감지기 배치며 가스감지

기의 위치를 조정하여 감지 향상 범위를 높여 배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5와 Fig. 16는 Column에서 액체로 인해 발생되

는 누출영향범위를 감지하기 위한 가스감지기의 배치

이다. 누출영향범위의 중복 정도에 따라 더 붉게 표시

되며 중복된 누출영향범위에 가스감지기가 설치되어 

감지범위가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3. Effect areas of vapor dispersion at the columns 
during the general operations and placement of gas detectors 

applying scenario-based method(vapor phase).

 

Fig. 14. Leak range of vapor dispersion at the columns during 
the accident condition except for buildings and a plane view 

and side view on placement of gas detectors(vapor phase 

and P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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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Effect areas of vapor dispersion at the columns 
during the accident conditions(liquid phase and PBD).

 

Fig. 16. Leak range of vapor dispersion at the columns during 
the accident condition except for buildings and a plane view and 
side view on placement of gas detectors(liquid phase and PBD).

Fig. 17. Leak range of vapor dispersion at the atmospheric 
storage tanks during the general operations except for 
buildings and a plane view and side view on placement of 
gas detectors(liquid phase and PBD).

 

Fig. 18. Leak range of vapor dispersion at the atmospheric storage 
tanks during the general operations except for buildings and a 

plane view and side view on placement of gas detectors(liquid 

phase and PBD).

Fig. 17과 Fig. 18은 상압저장탱크에서 평상시 액체

상 누출의 감지향상을 위한 배치를 도식화 한 것이다.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두 누출원으로 인해 발생하는 

누출영향범위를 감지할 수 있도록 가스감지기의 위치

가 조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3.3 누출사고의 효율적인 예방을 위한 배치

누출사고의 효율적인 예방을 위한 배치는 공정 전체

를 상으로 사고를 비하여 효율적인 배치를 통한 사

고 예방을 목표로 한다. Fig. 19은 Column과 상압저장탱

크가 동시에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의 누출영향범위를 

나타낸 것이다. 이때 감지기는 배치 목적에 따라 수행

할 수 있는 역할이 달라지게 된다. PBD 1은 Column의 

사고와 누출영향범위의 감지를 목적으로 설치되어진 

감지기이며, PBD 3는 상압저장탱크내의 사고와 누출영

향범위의 감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PBD 2는 상압저

장탱크와 Column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감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PBD 2는 사고로 인한 

Column의 누출영향범위와 상압저장탱크의 누출영향범

위가 중첩되는 부분에 배치하게 되어 두 가지의 경우를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4.3.4 평상시 가스누출과 누출사고를 고려한 배치

Fig. 20의 가스감지기는 위의 그림에서 보듯이 PBD 

1, PBD 2의 경우 Column 내 평상시 및 사고시의 가스 

누출을 감지하는 목적을 가지고 설치되었으며 PBD 4, 

PBD 5는 상압저장탱크 내의 평상시 및 누출사고 시의 

가스누출 영향범위를 감지하는 목적으로 배치하였다. 

그리고 PBD 3의 경우 Column과 상압저장탱크 두 장소

Fig. 19. Effect areas of overall leak dispersion results and 
placement of gas detectors applying P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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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0. The placement of detector for preventing leak the 
accident condition and during the general operations.

에서의 사고 시 누출을 감지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이

는 평상시의 가스누출과 누출사고를 모두 고려하여 가

스감지기를 배치한 것이다.

 

4.4 CBD와 시나리오기반 가스감지기 배치비교

4.4.1 평상시 누출

1) Column에서 평상시에 증기로 발생되는 누출영향

범위의 경우 Fig. 6에서 보듯이 CBD를 이용한 가스감

지기의 배치로는 감지할 수 없었다. 그러나 Fig. 13와 

Fig. 14와 같이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가스감지기의 

배치의 경우 감지기의 설치 높이를 조절함으로써 

Column에서 증기로 인해 발생되는 누출영향범위를 감

지할 수 있도록 교정 및 재배치되었다.

2) Column에서 평상시에 액체로 발생되는 누출영향

범위의 경우 Fig. 8과 같이 CBD로 배치하였을 때 Column 

하부에서 발생되는 누출영향범위가 중복되는 부분에 

가스감지기가 설치되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

나 정밀한 감지능력을 고려하였을 때, 정확히 영향범

위가 중복된 부분에 설치되어진 것이 아니므로 가스감

지기의 감지확률이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Fig. 16에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가스감지기를 설치한 경우, 누출

영향범위를 산정함으로써 누출영향범위가 중복되는 

장소에 가스감지기를 설치하므로 기존의 CBD를 이용

한 배치보다 더 효율적으로 누출을 감지할 수 있는 것

을 확인하였다. 

3) Fig. 10에서 L 1.78 / 1, L 1.78 / 3의 누출영향범위

는 기존의 CBD로 설치하였을 때 감지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하나의 가스감지기로 모든 

누출원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누출영향범위를 감

지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PBD인 경우 가스감

지기 배치는 Fig. 18과 같이 가스감지기를 1  추가 설

치로 누출영향범위를 효과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결과

를 얻었다.

이처럼 CBD를 기반으로 설치된 가스감지기의 경우 

Column상부에서 평상시 증기로 발생되는 누출 영향범

위에 한 감지가 불가능하며, 시나리오 기반으로 설

치한 가스감지기의 경우 감지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

되었다. 

4.4.2 사고로 인한 누출

Fig. 6, Fig. 9 및 Fig. 12는 사고시의 누출영향범위이

며 CBD를 이용하여 가스감지기가 기존에 정성적으로 

배치된 것을 도식화 하였다. CBD를 이용한 배치 시 누

출영향범위 내 가스감지기 2개가 존재하지만, 풍향 등

의 기상조건을 고려하였을 때 검출소자에 인화성 가스

가 닿지 못하여 감지에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

한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19의 PBD 1은 평상시 누

출에 한 감지와, 사고 시 누출을 비한 감지를 수행 

할 수 있게 배치하였고, 상압저장탱크에 설치된 PBD 2

는 평상시 누출에 한 감지와 사고 시 누출을 비한 

적절한 감지를 위해 배치하였다. PBD 3은 Column과 

상압저장탱크의 누출영향범위가 중첩되어지는 장소에 

설치하였다.

5. 결 론

본 연구는 BTX 공정 내에서 국내의 CBD 적용방법

론에 의해 설치된 가스감지기의 설치장소 및 설치위치

를 시나리오 기반 방법론과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합리적인 가스감지기 Mapping

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누출시나리오를 구성하

였다. PHAST 프로그램으로 누출로 인한 증기운의 누

출영향범위를 산정하였고, Detector3D를 이용하여 가스

감지기의 설치위치를 결정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

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원칙적으로 안전을 위한 가스감지기의 배치 및 설

치는 Column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누출원에 하

여 고려해야한다. 그러나 Column에서 증기와 액체로 인

한 누출 영향범위를 모두 고려하여 설치할 경우 설치장

소가 증가하여, 현실적인 사업장 운영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액체인 경우 증기압에 따라 휘발성의 강

약이 결정되며 증기밀도에 따라 증기운 형성 장소가 다

르게 나타므로 톨루엔의 증기압 및 증기밀도를 고려하

였을 때 Column에서 가스감지기의 설치는 액체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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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는 누출 영향범위를 주된 감지 상으로 선정하

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증기의 경우 인

화성가스 비산 방지망 등으로 체하여 미세한 화학물

질 누출 시 색상의 변화로 누출여부 판단으로 사고 

응 등 체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

될 수 있다23). 이와 같이 가스감지기의 배치는 사업장의 

상황과 목적을 고려하여 선정 되어야한다.

2) 위의 Fig. 20와 같이 각각의 가스감지기는 감지목

적에 따라 배치 및 설치 위치가 달라진다. 이처럼 시나

리오기반으로 가스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 각 사업장

의 감지기 설치 목적에 따라 감지기의 역할 및 목적이 

유연하게 달라질 수 있다. 

3) 시나리오를 이용한 가스감지기의 배치는 Risk 

Criteria를 선정 후 다음과 같은 공정안전시스템11) 설계 

기술로 합리적인 배치 유도 사업주에게 보유 리스크 및 

설비투자 후 리스크를 확인 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Step 1. 실패시나리오의 확인

Step 2. 결과 평가

Step 3. 결과 허용정도

Step 4. 가능성 판단

Step 5. 위험판단

Step 6. 허용 가능한 위험 판단

Step 7. 가스감지기 개수 및 배치 확

Step 8. 설계

CBD를 이용한 가스감지기의 배치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감지기의 설치위치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설치 목적이 불분명하고 그 역할이 한정적이다. 또한 

정량화된 근거 없이 CBD에 의거하여 배치하는 것은 

사업주가 수용 가능한 또는 수용 불가능한 리스크를 

인지하기 어렵게 하지만 시나리오를 이용한 가스감지

기의 배치는 시나리오를 구성 및 Risk Criteria를 통해 

리스크의 구분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시나리오를 

이용한 감지기의 배치는 감지기 설치에 특정 목적을 

부여 및 수행역할이 달라 질 수 있으며 가스감지기의 

배치 위치 결정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질의 특성, 

공정조건, 누출이 우려되는 장소 등을 포함한 시나리

오가 고려되어야 하며 수용 가능한 위험과 수용 불가

능한 위험을 구분 짓는 기준을 세운 후 각 사업장에 맞

게 가스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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