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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 사고 통계 자료를 참조해보

면 전체 가스 사고 유형 중 가스폭발이 약 3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LP 가스로 인한 

피해는 67%에 달한다1). 이러한 가스폭발사고의 주요

원인은 배관 및 호스 체결 불량 및 균열, 가스 기구 결

함 등에 의한 가스 누설에 의한 폭발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물적 및 인적 피해는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아직도 전체 안전사고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

고 있다. 가스폭발사고는 가스 종류, 가스 누설량, 혼합 

산소비, 누설 체적, 건물 벽체 재질 등에 따라 폭발 위

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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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는 사고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다양한 공학적 접근 방

법이 사고조사 분야에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접근 방법 중 수치해석 또는 시뮬레이션은 사고조사 

방법 중 가장 활용이 많은 분야로 사고당시 상황을 재

현하기 어렵고 대상물에 대한 재현실험이 불가능할 경

우 사고 전 상태와 환경 등을 모델링하여 사고조건에

서 사고발생이 가능한지 등을 판단하고 사고를 발생시

키는 역학관점에서의 정확한 사고 메커니즘을 분석하

기 위해 활용되고 있다6,7).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막음 조치 불량으로 최근에 발

생된 상가 주택의 LPG 폭발 사고를 바탕으로 Fig. 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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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low Chart of this study.

서 나타낸 바와 같이, 실제 사고 현장의 3D 형상 재구

성을 위해 3차원 광대역 레이저 스캐너를 사용하여 폭

발 대상 및 주변을 모델링하고 가스의 확산과 폭발, 화

연과 충격파의 전달 해석 등에 장점을 가지고 있는 폭

발 피해 예측 전용 해석 프로그램인 FLACS를 활용하

여 폭발 위력 해석을 수행함으로써 가스 폭발 사고 발

생 시 누출량을 산정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고 정확

한 가스 사고 원인 분석에 활용하고자 한다. 

2. 사고 개요 및 재구성

2.1 사고 개요 

본 연구에 적용된 가스누출에 의한 폭발사고는 상가

주택 내 LPG 사용배관에 막음조치가 되어 있지 않아 

LP가스가 누출되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상가 내 1명

과 행인 2명이 부상을 입는 인적피해를 초래하였으며 

상가주택은 복구가 불가할 정도로 손상이 매우 심하고 

인근 상가건물 2개동과 40∼50 m떨어진 상가건물 3개

동의 건물일부와 유리창이 파손될 정도의 폭발 위력을 

나타내었으며 사고현장 및 피해상황 등을 Fig. 2에 나

타내었다. 최근에는 사고 재구성을 위해 다양한 첨단 

장비를 이용하여 실제 사고 현장을 재현하는 기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폭발이 발생한 

상가주택과 그 주변에 대하여 현장 3D 형상 재구성을 

위해 3차원 광대역 레이저 스캐너를 사용하였다8).

(a) Accident object

(b) Accident around

Fig. 2. Scene of gas explosive accident.

2.2 현장 재구성

사고 현장의 내부 공간을 모델링하기 위해서는 3차

원 광대역 레이저 스캐너를 사용하여 2, 3차례 정도의 

공간 레이저 스캔 작업이 필요하다. 현장 상태를 그대

로 보존 가능한 3D 스캔을 활용한 현장 재구성 방법은 

타 구성 방법에 비해 언제든지 공간에 대한 정확한 치

수 데이터 및 내부 물체에 관한 정보를 3차원 모델링 

상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본 연구

에서는 사고건물 주변 및 건물 내부에서 총 15차례 스

캔 작업을 진행하였고 스캔 밀도는 10 m거리에서 12.5

mm, 데이터는 약 100 m이내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취

득하였다. 폭발 사고 현장에 대해 스캔 작업을 통해 얻

은 결과는 Fig. 3에 나타낸 바와 같다.

2.3 데이터 분석 및 모델링

3D 스캔을 활용한 현장 재구성 방법의 또 다른 특징

은 스캔 데이터를 통해 폭발 후 사고 대상 건물의 변형

률을 분석하면 폭발이 발생한 중심, 즉 폭심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폭발 사

고의 폭심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사고건물의 정면 및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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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ident building 

(a) Isometric view(accident object)

(b) Isometric view(accident around)

Fig. 3. Reconstruction of the accident site using 3D laser 
scanner.

층 천정의 스캔 데이터를 Cyclonee 프로그램을 활용9)

여 편집을 실시하였고 결과 데이터를 변형률 도출이 

가능한 3D Reshape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고 건물 

전체의 변형률을 분석하였다10). Fig. 4는 사고건물 정

면부에 대한 변형을 보여주는 데이터로 정면부 변형률 

분석결과, 문방구 및 식당 2층 벽면은 약 0.1~0.7 cm의 

변형을 보인 반면 목재사무실 2층 벽면은 약 9.7~18.9

cm가 변형된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Fig. 3은 1층 천

정의 변형을 보여주는 데이터로 문방구 및 식당이 약 

4 cm 치솟은 반면 목재사무실 천정은 34~38 cm의 변형

을 나타내었다. 상기 변형률 결과를 종합해볼 때, 폭심

은 목재사무실에서 발생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폭발 위력 해석 전 첫 단계는 사고 건물 및 그 주변을 

모델링 하는 것으로 특히 폭발사고의 피해분석이 목적

이면 피해범위가 사고 대상 건물 뿐만 아니라 그 주변

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모델링 범위는 넓어

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고 대상 건물로부터 약 

40~50 m 주변 전체를 Fig 5(a)에 나타낸 바와 같이 3D 

스캔 작업을 진행하였고 이를 Fig 5(b)와 같이 FLACS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모델링을 제시하였다.

(a) Front view

(b) Top view

Fig. 4. Result of strain extraction through scan data analysis.

(a) Model of accident scene

(b) Importing to FLACS

Fig. 5. 3D Modeling of accident scene and importing to 
FLA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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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스 폭발 해석

3.1 해석개요 및 경계조건

본 연구에서 활용한 FLACS 프로그램은 가연성 또

는 독성 가스의 확산, 가스와 분진 폭발, 화연과 충격

파의 전달, 풀과 제트 화재 등에 사용하는 전산 유동 

해석(CFD,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코드이다. 주

요지배 방정식은 연속방정식(1), 운동량 방정식(2), 에

너지 전달 방정식(3), 화학종 보존 방적식(4)으로 다음

과 같이 표현된다. 난류(Turbulence)모델은 식(5), (6)에

서 제시된 K-모델을 통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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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CS을 활용한 가스 폭발 해석을 위해 Fig. 4에서 

제시된 모델링에 격자를 생성하였고 격자 형태 및 구

성된 형상은 Table 1, Fig. 6과 같으며 해석을 위해 적

용된 가스 물성 및 경계조건은 Table 2와 같다. 

Table 1. Grid status for FLACS analysis

Contents X Y Z

Control volumes(m) 229 280 90

Min control vol size(m) 0.31 0.31 0.31

Max, control vol size(m) 5.30 2.43 5.32

Max percentage difference(%) 9.77 9.92 9.69

Occurred at indices 200 20 60

Max aspect ratio 17.17

Total of control volumes defined(ea) 5,770,800

Fig. 6. Configuration of grid generation. 

Table 2. Input and boundary condition for FLACS analysis

Input Parameters Values

Ambient temperature[℃] 10

Ambient pressure[Pa] 100,000

Wind condition[m/s] no wind

Gas composition propane=1

Leaked area volume[㎥] 108.1

3.2 연소 조건

가스가 최대 폭발을 일으키는 연소조건은 ERO(이론

공기비)가 1일 때 완전연소가 일어나 폭발 과압이 최

상으로 나타나며 완전연소 조건은 LPG의 화학양론적

계수비를 기준으로 구할 수 있고 108.1 ㎥ 체적을 가진 

목재사무소에 LP가스가 누출될 경우 완전연소에 필요

한 이론값은 4.36 ㎥로 이는 전체 체적의 4.02%에 해당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근거로 최대 폭발 전후 폭발

사고 위력 및 피해 영향을 비교, 검토하기 위해 이론공

기비가 1.75, 1, 0.75일 경우, 즉 LP가스 범위가 6.75%, 

4.02%, 3.05%일 때를 연소 조건으로 설정하여 폭발 해

석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정리하면 Table 3과 같다. 구

간별 폭발 압력 전파 거동을 분석하기 위해 총 32개의 

게이지를 사고 대상 주변 도로 및 건물 등에 설정하였

으며 이를 Fig. 7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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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nalysis condition according to case

Contents ERO LPG(%)

Case1 0.75 3.05

Case2 1 4.02

Case3 1.75 6.75

Fig. 7. Setting of gauge for extracting explosive characteristic. 

3.3 해석결과 및 고찰

Table 3에서 설정한 Case별 폭발 해석을 통한 게이

지에 따른 폭발 과압 그래프 결과는 Fig. 8과 같다. 

Case1의 경우, 사고건물 내부에 미치는 최대폭발 압력

은 약 7.8 kPa이고 이 때 건너편 주변 건물 외면에 미

치는 최대폭발압력은 약 0.14 kPa로 나타났다. 이론공

기비가 1인 Case2의 경우, 사고건물 내부에 미치는 최

대폭발 압력은 약 9.34 kPa이고 이 때 건너편 주변 건

물 외면에 미치는 최대폭발압력은 약 0.24 kPa로 세 가

지 경우 중 가장 큰 폭발 위력을 나타내었다. Case3의 

경우는 사고건물 내부에 미치는 최대폭발 압력이 약 

7.4 kPa이고 이 때 건너편 주변 건물 외면에 미치는 최

대폭발압력은 약 0.15 kPa로 나타났다. 폭발 시 사고 

건물 내부 유체의 최대 흐름속도는 Fig. 9에 나타낸 바

와 같이, Case1의 경우 약 24.57 m/s, Case2는 약 41.82 

m/s, Case3일 때는 약 24.15 m/s로 폭속의 경우도 Case2

가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다. 해석 수행의 신뢰성 확보 

및 폭발사고로 인한 피해 영향을 판단하기 위해 

FLACS 해석을 통해 산출된 폭발과압과 Table 4에 제

시된 KOSHA GUIDE P-102-2012의 폭발 과압의 영향 

판단표를 비교, 검토 하였다11). 그 결과를 Case 및 게이

지별로 구분하여 Table 5에 나타내었다. 실제 사고로 

인해 관찰된 피해 영향과 폭발 해석 결과를 통한 영향

을 비교분석한 결과, Case2의 경우가 가장 근접한 폭발

압력 및 피해정도를 나타낸다고 판단되고 이에 해당하

는 LP가스 누출량을 약 4% 정도 가정하면 그 양은 약 

(a) Case1

(b) Case2

(c) Case3

Fig. 8. Trend of explosion overpressure. 

(a) Case1



조완수⋅김의수

J. Korean Soc. Saf., Vol. 33, No. 3, 20186

(b) Case2

(c) Case3 

Fig. 9. Trend of explosion velocity in accident object.

Table 4. Influence judgement of explosion overpressure

Overpress.
Influence Symbol

[KPa]

0.15

0.2

0.3

1

2

3

3.5-7

5

7

9

15

15-20

16

18

20

20-28

30

35

36-50

50

50-55

60

70

Noise generation

Partial breakage of windows

Loud noise generation

Glass rupture pressure

10% damage to the roof and windows of the house

Light damage to structures

Window breaks and some windows break

Structure damage of houses

Some damage to the house (unrecoverable)

Steel structure slightly damaged

The wall and roof of the house are slightly damaged

Breakage of non-reinforced concrete wall 

Structures begin to be severely damaged

Block of the house is damaged by 50%

The steel structure of the building is damaged 

Damage of steel structures or oil storage tanks without supports

Damage of factory buildings

Breaks of the wooden pole 

The total destruction of a house

Overturn of loaded cargo truck

Collapse Brick wall having 20 ~ 30cm thickness

The destruction of large vehicle

Destroy of most buildings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w

x

Table 5. Analysis of damage Influence

(a) Case1

Gauge No.
Distance

(m)
Overpressure

(KPa) Symbol

MP2 3 7.83 i

MP15 3 7.85 i

MP4 7 1.42 d

MP6 12 0.54 a

MP8 21 0.21 a

MP10 33 0.11 a

MP12 39 0.15 a

MP26 40 0.13 a

MP30 40 0.14 a

(a) Case2

Gauge No. Distance
(m)

Overpressure
(KPa)

Symbol 

MP2 3 9.25 j

MP15 3 9.34 j

MP4 7 2.03 e

MP6 12 0.79 d

MP8 21 0.33 c

MP10 33 0.17 a

MP12 39 0.24 b

MP26 40 0.23 b

MP30 40 0.23 b

(a) Case3

Gauge No. Distance
(m)

Overpressure
(KPa)

Symbol

MP2 3 7.43 i

MP15 3 7.45 i

MP4 7 1.27 d

MP6 12 0.66 d

MP8 21 0.25 b

MP10 33 0.15 a

MP12 39 0.15 a

MP26 40 0.11 a

MP30 40 0.14 a

8.06 kg 정도로 사료되며, 8.06 kg정도의 누출량은 실

제 유량계를 활용하여 테스트 한 결과 약 1.54시간 정

도 LP가스가 누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대형 인적 및 물적 피해를 잠재하고 

있는 가스폭발사고의 주요 대상물인 LP가스에 대해막

음 조치 불량으로 실제 발생된 상가 주택의 폭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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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바탕으로 3차원 광대역 레이저 스캐너를 사용하여 

폭발 대상 및 주변을 모델링하고 폭발 피해 예측 전용 

해석 프로그램인 FLACS를 활용하여 폭발 위력 해석을 

수행함으로써 피해 영향 비교분석을 통한 가스 누출량

을 산정하였다. 가연성가스는 폭발범위가 존재하고 폭

발한계 내에 있는 가스에 점화원이 작용하면 언제든지 

연소반응을 일으켜 폭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스폭

발 사고조사의 핵심은 가스가 누출된 개소와 누출량을 

얼마나 정확히 산정하는 데 있다. 동일한 가스의 누출

이라 하더라도 가스폭발사고는 건물 밀폐 및 개방정도, 

혼합산소비, 누출체적, 건물벽체 재질 등에 따라 폭발 

위력이 큰 차이를 나타내므로 이에 관한 면밀한 분석

도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LP가스 사고에 대한 위

력을 상용 프로그램을 통하여 정량함으로써 향후 가스 

폭발 사고 원인 분석에 활용하여 위력 평가를 통한 가

스 누설량 추정 및 구조물 안정성 평가 등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해

석 신뢰성과 타당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가스 안전 분야

에 광범위하게 유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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