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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한국가스안전공사 통계 자료에 따르면 최근 9년간 

국내에서 가스누출로 인한 사고는 약 월 150여 건씩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중 프로판가스와 LPG 사고

가 전체 사고의 89.6%를 차지하고 있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또한 전체 사고 통계치 중 73%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중대 산업사고는 약 43%가 기계적 손상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기계적 손상 중 배관장

치의 파손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한다1). 매설된 지하 

배관의 주변 시설물과 환경에 의한 배관 부식, 외부공

사 등으로 인한 배관 손상, 누출 및 화재 사고는 막대

한 재산피해와 인명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 위

험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타공사에 의한 사고는 연평

균 7.5%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2). 실제로 국내에서 

지난 1983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프로판가스가 폭발하여 1명이 사망하고 16명이 중경상

을 입었으며 국외에서는 2010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산 브루노 시에서 천연가스 파이프의 불량 용접부 파

손으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2014년 7월 타이완 가오

슝에서는 프로필렌 가스 폭발 사고로 인해 32명 사망, 

부상자 321명의 피해를 줬다. 이처럼 가연성 지하매설 

배관 누출 사고가 발생하면 인․물적 피해와 더불어 

환경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여러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3). 화학 공정의 안정성 평가와 화학 설비에 대

한 위험성 평가 등이 주로 연구되고 있는 반면에 화학

물질을 이송하는 배관의 사고 발생 시 대응방법과 피

해 영향범위에 대한 연구는 아직 드문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영향 범위 산정을 위해 DNV_GL사의 

Phast(Process industries Hazard Analysis Software Too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가스별 사용량과 사고빈도2)가 가

장 높은 프로판, 메탄 그리고 특별관리물질 중 인화성

이 높은 부타디엔 지하매설배관에서 예기치 못한 누출

로 인해 사고가 났을 때 배관의 직경과 압력을 변수로 

각각의 경우를 고려하여 그에 따른 복사열에 대한 위

험 영향 거리를 계산하였다. 그리고 이 결과값들을 

Excel과 Matlab을 이용하여 가연성 가스 물질들의 간단

한 수식을 도출해 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가연성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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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설배관 지역 혹은 대상 가연성 가스 취급사업장에서 

누출․폭발 사고 시 근로자 및 인근 주민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예측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비상

대응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우선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수행되어야 하는 절차는 HAZOP, Check-list, FMECA 

등과 같은 정성적인 위험성 평가 방법으로서 잠재적인 

위험요소를 찾아내어 확인, 분석하고 그 이후에 위험

을 제거하거나 통제하는 것이다. 파이프라인의 손상은 

타공사로 인한 외부손상, 부식, 노화와 같은 다양한 잠

재적 원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파이프라인의 파

손으로 인한 화재, 폭발 등은 인근 사람, 재산 및 환경

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 

본 논문에서는 매설배관 정량적 위험성 평가 절차 

중 사고 영향분석을 연구하였으며, 이는 화재 또는 폭

발로 인한 피해를 분석하는 방법이다4).

2.1 국외 지하 배관 누출 관련 사고 피해

1) 산브루노

지난 2010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산 브루노 시에

서 천연가스 파이프의 불량 용접부 파손으로 폭발 사

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하여 사망자 8명 부상자 58명이 

발생했다5). Fig. 1은 폭발 당시 상황이다.

Fig. 1. Pipeline explosion, San Bruno, CA, 2010.

2) 가오슝

2014년 7월, 대만 가오슝에서 지하배관망을 통한 프

로펜(C3H6) 가스 누출로 인해 폭발이 발생했다. 그 영

향으로 인해 사망자 32명과 부상자 321명의 피해를 가

져왔다6). 관광지로 유명한 곳인 만큼 위험성 평가와 그

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사고였다. 

Fig. 2는 사고 이후 가오슝 도시의 상황이다.

Fig. 2. Pipeline explosion, Kaohsiung, Taiwan, 2014.

국내의 경우 2015년 울산 석유화학 단지에서 굴착 작

업 중 배관 손상으로 인해 수소가스 누출 사고가 있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만약 근처에 점화원이 있었다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고였다. 이렇듯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는 지하배관망에 대한 적절한 위험성 평가가 필요하다.

2.2 부타디엔, 메탄, 프로판가스의 특성

아래의 Table 1은 부타디엔, 메탄, 프로판가스의 특

성이다.

Table 1. Material information of butadiene, methane, propane7)

1,3 - Butadiene

CAS NO. 106-99-0

molecular formula C4H6

boiling point -4.5℃

density 1.87 kg/m3

NFPA rating flammability 4

Methane

CAS NO. 74-82-8

molecular formula CH4

boiling point -161.49℃

density 0.656 kg/m3

NFPA flammability 4

Propane

CAS NO. 74-98-6

molecular formula C3H8

boiling point -42.25 to -42.04℃

density 1.83 kg/m3

NFPA flammability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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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NFPA 704 - flammability hazard8)

No. Mean

1 material that will not burn under typical fire conditions

2
materials that require considerable preheating, under all ambient 
temperature conditions, before ignition can combustion occur.

3
liquid and solid that can be ignited under almost all ambient 
temperature conditions. 

4 will rapidly or completely vaporize at normal atmospheric pressure 
and temperature, or is readily dispersed in air and will burn readily.

NFPA(National Fire Protect Association, 미국 화재 예방

협회)에서 발표한 NFPA 704(안전과 비상대응을 위해 물

질의 위험성을 쉽고 빠르게 식별할 수 있도록 만든 다이아

몬드 표식, Standard System for the Identification of the 

Hazards of Materials for Emergency Response)의 기준에 

따르면 부타디엔, 메탄. 프로판은 아래의 Table 2와 같이 

인화성 4등급의 물질로 매우 위험한 가연성 물질이다.

2.1 시나리오 및 사용모델

본 연구에서는 Fig. 3과 같이 가스별 사용량과 사고

빈도가 높은 프로판, 메탄, 그리고 특별관리물질 중 인

화성이 높은 부타디엔 3가지 물질의 위험 범위를 Phast 

ver7.2로 도출했으며 고압가스 배관의 지름(직경), 운전

Fig. 3. Flowchart for the methodology.

압력에 따른 누출로 인한 화재, 폭발 시 피해 범위를 

예측하고 부타디엔, 메탄, 프로판에 대하여 누출원의 

크기, 운전압력에 따른 피해 범위의 상관관계를 제시

하였다.

2.2 가상 매설 지역 설정 조건

가장 위험반경이 넓은 경우를 계산하기 위해 보수적

인 시나리오를 가정하였다. 배관은 완전히 파열된 상

태를 고려하였고, 즉시 발화되는 점을 고려해9) jetfire 

시나리오로 선정하였다. 기상조건은 Table 3, 4와 같이 

purple book10)의 기상조건을 참고하여 sensitive analysis

를 통해 그중 가장 영향 범위가 보수적인 9 m/s - D 기

상조건을 선택하였다.

Table 3. Meteorological data for the dispersion in purple book10)

Stability class Wind speed

B medium

D low

D medium

D high

E medium

F low

Low wind speed correspond with 1-2 m s-1

Medium wind speed correspond with 3-5 m s-1

High wind speed correspond with 8-9 m s-1

Table 4. Meteorological condition

Weather condition Parameter

wind speed 9 m/s

air stability class D

atmospheric temperature 25℃

relative humidity 0.7

영향 거리 산출 기준은 jetfire의 영향 거리를 기준으

로 하였으며 영향 거리는 5 kW/m2, 19.4 kW/m2, 35 

kW/m2에서의 값을 측정하였다.

∎ 5 kW/m2 : 화학물질 안전원의 장외영향평가 작성

안내서11)에 따른, 최악의 사고시나리오 표준 평가조

건에서 끝점 (endpoint)의 기준 복사열

∎ 19.4 kW/m2 : purple book10)을 참고하여 계산한 

사망확률 50%에 이르는 복사열의 범위 (20초)

∎ 35 kW/m2 : purple book10)을 참고하여 계산한 사

망확률 100%에 이르는 복사열의 범위 (2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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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 와 내부 직경의 조건은 실제 울산지역에 사용

되고 있는 최고 배관의 조건과 최대배관의 조건을 바

탕으로 한 값이다.

Phast의 long pipeline model은 Fannelop과 Rhyming의 

연구.12)를 기반으로 한다. 이 모델은 배관 길이 대 직경 

비율이 300보다 훨씬 큰 경우에 적용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Table 5, 6, 7과 같이 파이프라인의 

두 끝에는 저장고가 달려있으며 지속적인 연료공급이 

가능한 것을 가정하였으며 파이프 누출은 두 끝이 있

는 직경 3~16 inch 파이프의 중간지점의 (500 km) 완전 

파열로 모델링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일반적으로 지하 

배관 영향 범위 도출 실험에 사용되는 매설 깊이인 1 

m에서 누출된 것을 가정하여 누출 시 배관 주변으로 

생기는 crater의 영향과 보수적인 접근을 위하여 45°로 

제트화재 방향을 기울여 지면 쪽에 가깝게 시뮬레이션 

하였다13).

Table 5. Scenarios used in the model

Scenario Internal Diameter (mm) Pressure (bar)

rupture

75

20

30

40

50

60

100

20

30

40

50

60

125

20

30

40

50

60

150

20

30

40

50

60

⦙

rupture 400

20

30

40

50

60

지하 매설된 파이프라인은 파열 후 jetfire 속도는 

Phast의 속도 보정 계수값인 0.25의 영향을 받는다. 속

도 보정 계수는 가스의 속도와 확장되는 직경을 조정

하는데 이러한 계수 조정은 파이프라인의 방출 특성을 

설명한다. 이는 지하로부터 방출 시에 누출속도(m/s)에 

대한 보정치로서 이전 실험13)을 통해 맞춰본 것을 근

거로 하였다.

초기에 파열된 파이프라인의 두 끝단이 동일한 방향

으로 음파 속도로 방출되는 대신, 두 개의 누출 지점이 

상호 작용하고 보다 낮은 속도로 분출구로부터 가스가 

방출된다13).

long pipeline model과 line rupture 및 user defined 

source를 병행하여 사용하였는데 이는 거리에 따른 마

찰의 영향성을 제외하고 보수적인 누출량을 산출해내

기 위함과 동시에 내부직경과 압력에 따른 식으로 정

리하고자 함이다.

즉, 파이프라인에서의 방출 유량 값은 short pipeline 

rupture model을 사용하여 구하였으며 양쪽누출 가정하

여 그 값에 2배를 하였다. 그 값은 long pipeline model

의 누출률을 보정하는데 사용되었다.

Table 6. Create source - input data in long pipeline model

long pipeline model

pressure 20 bar ~ 60 bar

scenario type long pipeline model

pipe length 1000 km

internal diameter 75 mm ~ 400 mm

Table 7. Maximum flow rate calculation

User - defined data

inventory mass infinite

pressure 20 bar ~ 60 bar

scenario type line rupture and user defined source

pipe length 0.01 m

internal diameter 75 mm ~ 400 mm

release elevation 0 m

direction angle from horizontal impinged 45 deg. 

3. 결 과

3.1 부타디엔, 메탄, 프로판 jetfire에 따른 Phast프로그

램 영향평가

아래 Table 8은 Phast 프로그램을 통해 부타디엔, 메

탄, 프로판의 5 kW/m2, 19.4 kW/m2, 35 kW/m2 영향 범

위를 산출한 결과 dat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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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Result data of the range of influence of butadiene

Diameter 
(mm)

Pressure 
(bar) 5 kW/m2 19.4 kW/m2 35 kW/m2

75

20 245 141 114

30 264 152 123

40 279 161 130

50 291 168 136

60 301 174 140

100

20 304 176 142

30 329 190 153

40 347 200 162

50 362 209 168

60 374 216 174

⦙

400

20 871 503 387

30 941 543 420

40 993 580 441

50 1036 600 470

60 1072 630 490

3.2 수식화 

위의 Table 8과 같이 부타디엔, 메탄, 프로판의 영향 

범위를 계산하였고 이 범위를 토대로 영향 범위에 대

한 각각의 수식을 도출해 냈다. 수식을 간소화 및 정수

화를 시키기 위해 Table 9와 같이 단위를 변경하였다.

Table 9. Unit conversion for simplification

before after

diameter mm inch

pressure bar MPa

기본식은 다음과 같다.

 x1 = 파이프 직경 (inch)

 x2 = 파이프 압력 (MPa)

∙ ax1 + bx1
2 + cx2 + dx2

2 + ex1x2 + f = y (m) 

Table 10, 11, 12은 도출한 물질별 영향범위별 수식

이다. Fig. 4, 5, 6은 Matlab을 이용해 영향범위를 3D 그

래프 상으로 나타낸 것이다.

Table 10. Derived formula of butadiene in case the weather 
condition is 9 m/s - D

5 kW/m2 y (m) = 57x1 - 0.7x1
2 + 35x2 - 3.5x2

2 + 2.7x1x2 + 4 

19.4 kW/m2 y (m) = 32.5x1 - 0.4x1
2 - 4.6x2 +24.7x2

2 + 1.68x1x2 +20 

35 kW/m2 y (m) = 22.7x1 - 0.22x1
2 + 13x2 - 1.34x2

2 - 21 

Fig. 4. 3D graph of radiation(5 kW/m2) endpoint distance by 

butadiene jetfire.

Table 11. Derived formula of methane in case the weather 
condition is 9 m/s - D

5 kW/m2 y (m) = 21x1 - 0.23x1
2 + 19x2 - 2x2

2 + 3.77x1x2 - 32 

19.4 kW/m2 y (m) = 12.3x1 - 0.13x1
2 + 10.5x2 - 0.95x2

2 + 2.16x1x2 - 22 

35 kW/m2 y (m) = 5.5x1 - 0.04x1
2 + 6.4x2 - 0.9x2

2 + 2x1x2 - 10 

Fig. 5. 3D graph of radiation(19.4 kW/m2) endpoint distance 

by methane jetfire.

Table 12. Derived formula of propane in case the weather 
condition is 9 m/s - D

5 kW/m2 y (m) = 60x1 - 0.8x1
2 + 34x2 - 3x2

2 + 2.6x1x2 - 8 

19.4 kW/m2 y (m) = 32.5x1 - 0.32x1
2 + 20.6x2 - 2.1x2

2 + 1.6x1x2 - 5.8 

35 kW/m2 y (m) = 28.3x1 - 0.4x1
2 + 17x2 - 1.73x2

2 + 1.32x1x2 - 7.5 

Fig. 6. 3D graph of radiation(35 kW/m2) endpoint distance by 

propane jetfire.



김혜영⋅정승호

J. Korean Soc. Saf., Vol. 33, No. 3, 201838

4. 결론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지하매설 고압 가연성 배관의 누출로 

인한 제트화재 발생 시 피해 범위를 물질(butadiene, 

Methane, Propane), 크기(직경), 운전압력에 따른 상관

관계를 수식으로 도출하였다. 

위험 영향 범위를 산출하기 위해서 다양한 모듈을 

바탕으로 화재, 폭발, 누출 현상을 모사할 수 있는 

DNV-GL 사의 Phast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지하매설배

관의 중간지점에서 완전히 파열되어 jetfire로 이어졌을 

경우를 가정하였다. 또한, 지하매설배관인 점을 고려하

기 위하여 jetfire의 각도(기울기 - 45∘)와 속도(Phast의 

속도 보정 계수값인 0.25, 실제 실험13)에 근거한 속도

보정치)에 보정인자값을 주었다.

각각의 물질(butadiene, Methane, Propane)에 따른 피

해 영향 거리를 화학물질안전원의 장외영향평가 끝점 

거리인 5 kW/m2, 치사율 50%인 19.4 kW/m2, 치사율 

100%인 35 kW/m2 별로 도출하였다. 도출한 영향범위 

값을 수식화를 통해 각각 물질별로 수식을 정리하였다.

그 결과 Phast 프로그램값과 수식화를 통해 도출된 

식의 영향 범위값의 R2값이 0.997~1로 매우 일치함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수식을 통하여 지하 배관

공정에서의 운전압력, 온도, 배관구경을 사용 지하배관

의 실정에 맞게 입력하여 간단한 방법으로 영향 범위

를 예측할 수 있으며 새로운 조건의 지하매설고압배관

을 설치할 때 사고 전 대비 성격의 정량적 위험성 평가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사고 시 수식만으로 빠

르게 피해 영향 범위를 판단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사용량과 사고빈도가 

가장 높은 가연성 가스인 메탄, 프로판 그리고 특별관

리지정물질 중 인화성이 높은 부타디엔 3가지의 물질

에 대한 영향 범위를 도출하였다. 추후 연구를 통해 다

양한 물질에 대한 영향 범위를 산출하고 수식을 도출

한다면 전문적인 위험성 평가를 하기 어려운 사업장에

서 지하매설배관 설치 전/후로 영향 범위를 쉽게 예측

하여 비상대피계획수립에 도움을 줄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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