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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인화성액체 등 위험물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화학공

장에서 화재․폭발과 같은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높은 편이다. 그리고 화학공장 외의 제

조업 사업장에서도 위험물 취급으로 인한 잠재적인 화

학사고 위험성이 늘 존재한다. 

화재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산소, 가연물, 점화원의 3

요소가 모두 충족되어야 하고 일단 가연물이 누출되면 

주변 공기(산소)와 함께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이어지

는 경우가 많으므로 위험물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 

사고 예방을 위해 점화원 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야 한다. 점화원은 기계적, 화학적, 전기적 점화원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기계적, 화학적 점화원에는 마찰, 충

격, 반응열 등이 있다. 전기적 점화원에는 정전기와 전

기스파크가 있는데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발생한 화

재․폭발사고 68건 중 정전기에 의한 점화가 26건으로 

38%, 전기스파크에 의한 점화가 13건으로 19%를 차지

하고 있다1). 또한 같은 기간 동안 발생한 화학사고 100

건 중 48건이 인화성액체에 기인한 사고이며, 이러한 

결과는 사업장에서 인화성액체를 빈번하게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누출 후 유증기가 쉽게 희석되지 않아 폭

발성 분위기 형성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주요한 이유

로 볼 수 있다1). 

이에 대해 인화성액체를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전기

설비의 스파크로 인한 화재 및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폭발위험장소를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한국산업표준(KS C IEC 

60079-10-1)에 따라 폭발위험장소를 구분하여 위험장

소 내에 적합한 방폭 전기 기계․기구를 설치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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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다. 

폭발위험장소의 범위는 인화성물질과 공기 혼합물이 

누출원에서 폭발하한값(LFL : Lower Flammability Limit) 

이하로 희석된 지점까지의 안전율을 고려한 거리이다2). 

이를 위해 한국산업표준에서는 폭발위험장소에 영향을 

주는 누출등급, 누출량과 누출특성, 희석등급과 환기유

효성을 결정한 후 폭발위험장소를 설정하여 그 위험범

위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2). 한국산업표준에서 제시한 

폭발위험장소 설정절차는 아래와 같다3).

1) 누출원 평가 및 누출등급 결정

2) 누출량 계산 

3) 환기 평가 : 희석등급, 환기유효성 결정

4) 폭발위험장소(0/1/2종, 비위험장소) 설정

5) 누출원에서의 위험범위 산정

여기서, 0종 장소(Zone 0)란 폭발성 가스분위기가 연

속적으로, 장기간 또는 빈번하게 존재하는 장소이며, 

용기내부, 장치 및 배관의 내부 등의 장소를 0종으로 

설정한다3). 1종 장소(Zone 1)란 정상작동 중 폭발성 가

스분위기가 간헐적으로 생성되기 쉬운 장소로서, 통기

관 말단, 피트, 트렌치 등을 1종으로 설정한다3). 그리

고 2종 장소(Zone 2) 정상작동 중 폭발성 가스분위기가 

조성되지 않거나, 조성된다고 하더라도 짧은 기간만 

지속되는 장소이며, 통상적으로 장치 또는 배관의 연

결부나 기밀부 등을 2종으로 설정한다.3) 희석등급은 

고희석, 중희석, 저희석으로 구분하며 먼저 누출특성과 

환기속도를 구하여야 한다3). 누출특성은 누출량을 가

스밀도와 폭발하한값으로 나누어 구하며, 환기속도는 

옥외 풍속 또는 옥내 환기량에서 구한다3).

Fig. 1. Chart for assessing the degree of dilution taken from 

KS standards3).

Fig. 2. Chart for estimating hazardous area distances taken 
from KS standards3).

Table 1. The way to estimate the zone types. This is taken 
from KS standards3)

Grade of
release

Effectiveness of ventilation

High dilution Medium dilution
Low

dilution
Availability of ventilation

Good Fair Poor Good Fair Poor
Good, 
fair or
poor

Continuous Non-haz
ardous Zone 2 Zone 1 Zone 0

Zone 0
+

Zone 2

Zone 0
+

Zone 1
Zone 0

Primary
Non-haz
ardous Zone 2 Zone 2 Zone 1

Zone 1
+

Zone 2

Zone 1
+

Zone 2

Zone 1 
or

Zone 0

Secondary Non-haz
ardous

Non-ha
zardous

Zone 2 Zone 2 Zone 2 Zone 2
Zone 1 

and
Zone 0

그리고 한국산업표준에서 제시하는 Fig. 1에서 수평 

및 수직 축에 표시되는 각각의 값에 대한 교차점을 찾

아서 교차점이 각 희석등급 영역 중 어느 영역에 속하

는지 확인하여 고희석, 중희석, 저희석 여부를 판단한

다3). 환기 유효성은 우수(Good), 양호(Fair), 미흡(Poor)

으로 구분하며 희석등급과 함께 폭발위험장소를 설정

하는 주요 인자이다. 희석등급과 환기 유효성 평가결

과를 반영하여 Table 1에 따라 폭발위험장소를 0종, 1

종, 2종 및 비위험장소(NE)로 설정한다3).

마지막으로 폭발위험장소로 설정된 경우 위험범위

는 앞서 계산한 누출특성과 Fig. 2의 그래프로부터 산

출할 수 있다3).

폭발위험장소 설정 절차에서 누출량 계산은 소량으

로 누출된 물질의 증발량을 의미한다. 누출량 계산을 

통해, 폭발위험장소를 설정하고 위험범위를 계산할 수 

있다. 누출되는 물질의 상에 따라 누출량은 다르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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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Hazardous distances for explosive gas atmospheres 
according to various benzene vaporization rates (at 0.3 MPa, 

2.5 ㎟ ). 

산되어야 하는데, 기상 누출에서는 누출량이 전부 증

발량으로 추정할 수 있지만, 액상 누출의 경우는 누출

된 액체 중 기상으로 증발하는 비율을 정확히 산정해

야 한다. 그러나 증발량 산정방법에 대해서 한국산업

표준에서 “사용자의 적절하고 보수적인 접근을 통한 

모델 선택”이 제시되어 있지만, 액상 누출의 경우 기상

으로 증발하는 비율에 대한 체계적인 산정절차가 없는 

상황이다3-7).

Fig. 3은 폭발위험장소가 2종 장소로 설정된 경우, 

운전압력 0.3 MPa과 누출구멍 크기 2.5㎟의 동일한 누

출조건에서 벤젠의 증발율 변화에 따른 폭발위험범위

를 계산한 결과이다. Fig.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발율

에 따라 폭발위험범위가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Joe 등은 시너 (Thinner) 12종에 대한 

증발실험을 수행하여 ACGIH (American Conference of 

Governmental Industrial Hygienists)의 혼합물 노출 허용 

기준을 평가하였고4), Ann 등은 실험을 통해 가연성 혼

합액체의 증발속도에 온도와 풍속이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였다5). Yim 등은 톨루엔, 도시가스, LPG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한 폭발위험범위 설정방법을 연구하였

고6), Jung과 Lee는 최신 IEC 기술표준을 적용한 폭발

위험범위 데이터 분석결과 인화성액체 누출량의 증발

율 산정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언급하였

다.7) 기존의 연구에서는 제한된 조건하에 수행된 실험

데이터를 분석하여 산업위생 측면에서 독성농도를 예

측하거나 환경공학 측면에서 유해물질 배출량을 평가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었다4-5). 또한, 폭발위험장소와 

관련한 연구에서는 인화성액체 증발량 산정에 관한 추

가적인 연구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나 구체적인 산정방

안을 제시하지는 못했다6-7).

본 연구에서는 인화성액체의 폭발위험장소 설정을 

위해 효과적이며 간단한 증발율 산출식을 개발하고자 

한다. 먼저 탱크에서 소량의 물질이 누출되는 경우 누

출 시나리오 분석으로 증발메커니즘을 확인하는 한편 

문헌연구를 통해 이론식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이론식은 실제 산업현장에서 사용하기에 너무 

복잡하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실제 산업현장에서 

쉽게 이용하도록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추정 모

델을 개발하였다. 먼저, 이론식과 민감도 분석을 이용

하여 증발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를 분석한 후, 

변수의 변화에 따른 증발율 데이터를 산출하였다. 산

출한 데이터를 이용해 비선형회귀분석을 이용하여 간

단한 증발율 추정모델을 제시하였다. 

 

2. 연구내용

2.1 연구조건

Fig.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화성액체가 저장탱크 

외벽에 매우 작은 구멍(Pinhole)이 발생하여 소량의 액

체가 대기로 누출되는 경우, 기체로 증발하는 과정은 

크게 2단계로 나눌 수 있다. 1단계는 액체가 작은 구멍

을 통해 대기로 나오면서 지면에 낙하하기 전까지 증

발하는 단계, 2단계는 누출이 되어 액체 풀(Pool)을 형

성하고 형성된 풀에서 증발하는 단계이다. 정확한 증

발율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1단계와 2단계에서의 증발

량을 합산해야 한다.

저장탱크의 운전조건은 상압으로 가정하여, 누출되

는 경우 발생하는 순간증발 (Flash vaporization)은 본 

연구에서 고려하지 않았다. 저장탱크의 액위와 누출구

의 높이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두압은 3 bar로 적

용하였다. 이는 물의 경우는 30 m 정도의 높이 차이이

며, 본 연구에서는 보수적인 누출량 산정을 위해 매우 

큰 수두압을 적용하였다. 또한, 누출구멍 크기는 한국

Fig. 4. The scheme of a leakage acc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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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hysical properties of research fluids

Properties Methanol Benzene Toluene p-xylene

molecular formula    

molar mass (g/㏖) 78.11 32.04 92.14 106.16

density (㎏/㎥) 878 790 867 864

boiling point (℃) 80.1 64.7 110.6 138.4

flash point (℃) -11.63 11.0 6.0 30.0

산업표준에서 제시하는 배관 연결부의 구멍 단면적 중 

가장 큰 값인 1 ㎟을 적용하여 누출량이 최대가 되도

록 보수적으로 설정하였다3). 작은 구멍에서의 액체 누

설은 탱크 저장량 및 수두압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으

므로 시간에 따른 누출량과 누출속도는 일정하다고 간

주하며, 이는 최대 누출속도를 보이는 초기 누출조건

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안전성을 고려하는 

폭발위험범위 산정에 있어 매우 보수적인 접근법이라 

볼 수 있다. 또한, KOSHA Guide ｢최악 및 대안의 누출 

시나리오 선정에 관한 기술지침｣에 따라 풀 두께를 1 

cm로, 누출시간을 10분으로 적용하였다8). 

연구대상 물질은 2014년 환경부 주관 화학물질 통계

조사 결과, 수입량 및 유통량이 가장 많은 유기용제인 

메탄올, 벤젠, 톨루엔, 파라자일렌을 선정하였으며 주

요 물리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9). 

본 연구에서 선정된 물질의 비점이 상압에서 대기 

온도보다 높아서, 액체 풀이 형성되는 경우 증발은 물

질전달에 의존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액체 풀이 형

성되는 경우 풀의 표면온도는 급격하게 외부온도에 영

향을 받는다. 따라서, 풀의 표면온도와 외부온도는 동

일하다고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풀의 표면온도와 외

부온도의 차이에 의한 열전달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가

정하였다.

2.2 증발율 이론식 전개

탱크 플랜지 접속부의 틈새와 같이 작은 구멍에서의 

액체 누출량(단위 : kg/s)은 아래의 식으로 나타낼 수 있

으며누출 플럭스도 식 (1)을 누출구멍 단면적으로 나누

어 식 (2)와 같이 구할 수 있다3). 

  (1)

 

 (2)

여기서 는 방출계수로서 본 연구에서는 0.75를 적

용하며 는 누출구멍 단면적, 는 액체의 밀도, 는 

누출 시 내․외부 압력차이다3).

1단계 증발은 액체가 구멍을 통해 누출되어 지면까

지 낙하할 때까지의 과정이다. 누출 당시 압력과 누출 

후 중력 작용으로 액체 하강속도가 매우 빠르므로 정

체된 대기상태를 가정하여도 액체 표면에서의 공기 상

대속도가 매우 빠르다고 볼 수 있다. 이 때 공기의 상

대속도는 액체 하강속도와 동일하며, 식 (1)로부터 아

래와 같이 속도를 구할 수 있다.









(3)

는 액체 표면에서 주위 공기로의 확산계수이며, 

Fuller 등은 아래와 같이 실험식을 제시하였다10). 

 
   



 









(4)

여기서 는 누출된 액체의 분자량, 는 공기의 

분자량이며, 는 액체의 원자 확산부피, 는 공기

의 원자 확산부피이다. 또한 는 대기온도, 는 대기

압이다.

는 슈미트수(Schmidt number)이며 운동점성도와 

물질 확산계수의 비를 나타내는 무차원수이다.

 


 ( : 공기의 동점도) (5)

는 난류 전이지점에서의 레이놀드수(Reynolds 

number)이며, 은 액체 낙하지점에서의 레이놀드수

로서 는 식(3)의 결과값으로, 특성길이()를 1 m로 

반영하여 구한다.

  ×
 ,  


 ( : 특성길이) (6)

1단계 증발은 액체 표면에서 생성된 난류경계층을 

통해 주위 공기로의 대류물질전달에 의해 발생하며, 

Welty 등은 평균 물질전달계수()를 아래와 같이 유도

하였다11).

 











 


 






 



(7)

평균 물질전달계수()로부터 1단계 증발 플럭스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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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여기서 는 액표면에서의 농도이며, 해당온도의 증

기압으로부터 =로 구한다. ∞는 공기 중 액

체농도로서 0으로 가정한다11).

위의 전개과정에서 확산계수()와 슈미트수()를 

구하여 평균 물질전달계수를 계산하였고 이를 반영하

여 1단계 증발율을 산정하였다. 확산계수와 슈미트수

는 온도의 함수이며 온도와의 비례관계로부터 1단계 

증발율은 온도의 1.2제곱에 비례함을 알 수 있다.

2단계 증발은 누출 후 풀(Pool)표면에서 발생하는 

증발 구간이다. Mackay와 Matsuga는 탄화수소 액체 

풀에서의 증발속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경험식을 제

시하였다12).

 




(9)

여기서 은 분자량, 는 풀의 표면적, 은 액체온

도이며 이번 연구에서는 대기온도와 동일하다고 본다. 

또한 는   


로 계산할 수 

있으며 풀 표면에서의 물질전달계수이다. 는 풍속, 
는 풀의 직경이다. 는 증기압(단위 :㎜Hg)으로서 

아래의 Antoine equation으로 계산할 수 있다13).

log


(10)

여기서 t(℃)는 섭씨온도이고 상수 A, B, C는 Table 2

에 제시하였다.

Table 2. Antoine equation parameters of fluids in this study13)

Parameter Methanol Benzene Toluene p-xylene

A 8.08097 6.87987 6.95087 6.99053

B 1582.271 1196.76 1342.31 1453.43

C 239.726 219.161 219.187 215.31

Nielsen 등은 작업장에서의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농도평가를 위한 증발 실험을 수행하여 기존의 이론식

들과실험데이터와의 비교연구를 실시하였다14). 연구결

과에서 식 (9)로부터 산출한 예측치가 가장 높은 증발

속도를 보여주었으며, 이를 통해 Mackay와 Matsuga가 

제시한 경험식이 보수적인 증발율 산정결과를 보여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14). 또한 식(9)의 표면 물질전달계

수()와 액체온도()에서의 비례관계를 통해 2단계 

증발율은 온도의 0.1725제곱과 풍속의 0.78제곱에 각각 

비례함을 알 수 있다.

위의 내용을 통해 식 (8)의 결과값을 식(2)의 결과값

으로 나누어 1단계 증발율을 구하고 식 (9)의 결과값을 

식(1)의 결과값으로 나누어 2단계 증발율을 구한 다음, 

이를 합산하여 아래와 같이 총 증발율을 산정한다.

Evaporartion ratio(%)  





× (11)

3. 연구결과

3.1 증발율 산정

2.2절에서 전개한 바와 같이 1단계 증발에서 증발율

은 온도의 1.2제곱에, 2단계 증발에서 증발율은 온도의 

0.1725제곱과 풍속의 0.78제곱에 각각 비례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온도는 1단계 증발에서 확산계수, 2단계 

증발에서 증기압 계산의 중요 변수이고 풍속은 2단계 

증발에서 물질전달계수 계산의 중요 변수이기 때문에 

온도와 풍속 변동에 따라 증발율에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온도와 풍속 외의 변

수들은 물질의 고유한 물성치거나 시나리오 설정과정

에서 고정된 변수로서 상수로 작용하기 때문에 증발율 

Table 3. Evaporation ratios(%) of methanol

 Temp.
Wind

-20 -10 0 10 20 30 40

0.5 0.34 0.67 1.25 2.21 3.74 6.08 9.52 

1 0.58 1.15 2.15 3.80 6.43 10.44 16.35 

1.5 0.80 1.58 2.95 5.22 8.82 14.32 22.44 

2 1.00 1.98 3.69 6.53 11.04 17.92 28.08 

2.5 1.19 2.36 4.39 7.77 13.13 21.33 33.42 

3 1.38 2.72 5.06 8.95 15.14 24.59 38.53 

3.5 1.55 3.06 5.71 10.10 17.07 27.73 43.45 

4 1.72 3.40 6.33 11.21 18.95 30.77 48.22 

※ Unit :  (Wind speed), ℃ (Temperature)

Table 4. Evaporation ratios(%) of benzene

 Temp.
Wind

-20 -10 0 10 20 30 40

0.5 0.46 0.85 1.49 2.48 3.95 6.06 8.98 

1 0.78 1.46 2.56 4.26 6.79 10.41 15.42 

1.5 1.08 2.00 3.51 5.84 9.32 14.28 21.16 

2 1.35 2.50 4.39 7.32 11.66 17.88 26.48 

2.5 1.60 2.98 5.22 8.71 13.88 21.28 31.52 

3 1.85 3.43 6.02 10.04 16.00 24.53 36.33 

3.5 2.08 3.87 6.79 11.32 18.04 27.66 40.97 

4 2.31 4.30 7.54 12.56 20.02 30.70 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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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Evaporation ratios(%) of toluene

 Temp.
Wind

-20 -10 0 10 20 30 40

0.5 0.11 0.23 0.43 0.76 1.29 2.09 3.26 

1 0.19 0.39 0.73 1.31 2.21 3.59 5.59 

1.5 0.26 0.53 1.01 1.79 3.03 4.92 7.68 

2 0.33 0.67 1.26 2.24 3.80 6.16 9.61 

2.5 0.39 0.79 1.50 2.67 4.52 7.33 11.43 

3 0.45 0.92 1.73 3.08 5.21 8.45 13.18 

3.5 0.51 1.03 1.95 3.47 5.88 9.53 14.86 

4 0.57 1.15 2.16 3.85 6.52 10.57 16.50 

Table 6. Evaporation ratios(%) of p-xylene

 Temp.
Wind

-20 -10 0 10 20 30 40

0.5 0.03 0.06 0.12 0.23 0.42 0.73 1.20 

1 0.05 0.10 0.21 0.40 0.72 1.25 2.06 

1.5 0.06 0.14 0.29 0.55 0.99 1.71 2.82 

2 0.08 0.17 0.36 0.69 1.24 2.14 3.53 

2.5 0.09 0.21 0.43 0.82 1.48 2.55 4.21 

3 0.11 0.24 0.49 0.94 1.70 2.94 4.85 

3.5 0.12 0.27 0.55 1.06 1.92 3.31 5.47 

4 0.14 0.30 0.61 1.18 2.13 3.68 6.07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풍속과 온도를 변수로 설정하여 2개 변수의 

변동에 따라 증발율을 산정하였다.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국내기후자료15)를 토대로 온도 적용범위를 -20～40℃, 

풍속 적용범위를 0.5～4.0 로 설정하여 증발율을 

산정하고, 그 결과를 Table 3～6으로 정리하였다.

3.2 민감도 분석

증발율 데이터를 바탕으로 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을 수행하여 온도와 풍속이 증발율에 어느 정

도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였다. 온도와 풍속의 단위

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과거 일일 기후자료15)로부터 

평균 및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온도와 풍

속에 대한 표준정규값을 구하여 표준화를 실시하였다. 




(12)

where, 

  : Data,  : Mean,  : Standard deviation

분석결과는 Fig. 5, Fig. 6 및 Table 7과 같다. 민감도 

분석결과 평균온도에서 풍속 변동에 따른 증발율 기울기

보다 평균풍속에서 온도 변동에 따른 기울기가 약 2배 

정도 크게 나타나는 경향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증발율에 

미치는 온도의 영향이 풍속보다 상대적으로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으나 풍속 영향도의 절대적 크기를 보면 풍속이 

증발량에 분명한 영향을 끼치는 것도 알 수 있다. 따라서 

Fig. 5. Results of sensitivity analysis (1).

Fig. 6. Results of sensitivity analysis (2).

Fluid

Decision variables

Evaporation ratio according to the change of 
wind speed at the normal temperature

Evaporation ratio according to the change of 
temperature at the normal wind speed

Average slope Rank Average slope Rank

Methanol 1.52 4 2.89 1

Benzene 1.65 3 2.74 2

p-xylene 0.17 8 0.36 7

Toluene 0.52 6 0.99 5

Table 7. Results of sensitivity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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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온도와 풍속을 설명변수로 증발율 추정모

델을 계산하고자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3.3 비선형 회귀분석

3.2절의 민감도 분석에서는 증발율에 대한 풍속 변

동 그래프가 선형임을 보여주었고, 온도 변동 그래프

는 2차 이상의 다항식임을 보여주었다. 정확도가 높은 

모델을 예측하기 위해 민감도 분석결과로부터 1차 선

형 모델과 2차 곡선 모델을 적용하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단계 증발량은 온도의 1.2제곱에, 2단계 증

발량은 온도의 0.1725제곱과 풍속의 0.78제곱에 각각 

비례함을 알 수 있었다. 증발량에 대한 온도와 풍속의 

비례관계를 반영한 다항식 모델도 적용하여 메탄올 증

발율 데이터로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Linear)

  
 (Quadratic)

  





×

(Polynomial)

온도와 풍속의 단위와 크기 척도가 달라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추정 모델의 회귀계수 사이에 과다한 편

차가 생기거나 결정계수 저하로 모델의 정확도가 낮아

질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과거 일일 기후자료15)

를 바탕으로 온도와 풍속에 대한 표준정규값을 식(12)

와 같이 산출하여 회귀분석에 반영한다.

모델의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해 결정계수( )를 평

가하며 다중 회귀분석을 수행할 때 설명변수의 개수를 

늘릴수록 결정계수의 증가로 인한 과적합 모형(Over- 

fitting)이 생성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설

명변수 증가로 인한 모델의 정확도를 보정하기 위해 조

정된 결정계수(
 ) 기준으로 정확도를 평가한다. 

 


≤ ≤ 

where, 

 SSR : Regression sum of squares

 SST : Total sum of squares

 
  


 

where, 

  : The total number of explanatory variables

  : Sample size

Table 8. Results of regression for methanol

Regression model p-values of Parameters 


Linear

 1.46E-17

0.779 1.08E-07

 1.06E-23

 4.92E-07

Quadratic 0.862
 2.85E-06

 2.89E-10

 6.86E-21

 2.27E-20

Polynomial 0.977

 2.61E-20

 1.44E-21

 7.69E-22

 2.27E-18

또한 신뢰구간 95%에서의 P값(p-value)으로 회귀계

수 검정을 통해 모델의 유의성을 평가하며 P값이 0.05

보다 작은 경우 증발율 추정모델의 유의성이 있는 것

으로 판단한다. 회귀분석 결과 3개 모델 회귀계수의 P

값이 모두 0.05 미만으로 유의수준 5%에서 유효하므로 

모델의 유의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조정된 결

정계수가 1차 선형 모델은 0.779, 2차 곡선 모델은 

0.862 그리고 다항식 추정모델은 0.977로 나타나, 다항

식 추정모델이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었다. 

Table 9. Results of polynomial regression analysis

Fluid Parameters p-value 


Methanol

 47.4047 2.27E-20

0.977

 -46.5414 2.61E-20

 -5.3972 1.44E-21

 237.4689 7.69E-22

 -72.4329 2.27E-18

 39.3639 4.38E-21

Benzene 0.984

 -38.6479 5.03E-21

 -5.0826 1.05E-24

 223.8903 5.18E-25

 -66.7733 6.15E-21

 6.5940 7.75E-20

p-xylene 0.971

 -6.4742 8.88E-20

 -0.6805 2.99E-19

 29.9118 1.72E-19

 -9.3029 1.61E-16

 16.1238 1.78E-20

Toluene 0.978

 -15.8297 2.05E-20

 -1.8523 7.60E-22

 81.4971 4.07E-22

 -24.8582 1.25E-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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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다항식 추정모델을 적용하

여 비선형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메탄올, 벤젠, 파

라자일렌, 톨루엔의 증발율 추정 모델식 산출결과를 

Table 9에 정리하였다.

Table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출된 변수들의 P값이 

모두 0.05 미만으로 유의수준 5%에서 유효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정된 결정계수가 0.971～0.984를 나타내

고 있어 산출된 모델식으로 증발율 변동의 97% 이상

을 설명할 수 있으며 모델의 정확도가 높음을 나타냈

다. Table 9의 계수를 반영하여 증발율 추정 모델식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 

  
 

 × 

  
 

 × 

  
 

 × 

3.4 증발율 추정 모델 검증

Table 9의 모델식을 검증하기 위해 임의의 풍속과 온

도를 30set를 단순임의 추출법으로 생성하였다. 일반적

으로 회귀분석 관련 연구에서는 데이터를 Test set과 

Training set으로 나누기 때문에, 3.1절에서 제시한 데이

터를 Training set이라 한다면, 새로 생성한 30set는 Test 

set에 해당된다. 이중 3.1절에서 제시한 온도와 풍속의 

적용범위를 벗어나는 13set를 제외한 총 17set를 이용하

여 증발율 계산값과 모델식에 의한 추정값을 산출하였

고 계산값과 추정값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Absolute 

Percentage Error(APE)를 사용하였다.


 × [%]

Table 10. Average absolute percentage errors between 

calculated and estimated values

Fluid
Average absolute percentage error(%)

Linear Quadratic Polynomial

Methanol 49.72 18.33 6.73 

Benzene 36.23 16.05 5.01 

p-xylene 66.74 17.95 8.90 

Toluene 49.44 16.30 6.73 

검증결과 Table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APE가 선형 

모델의 경우 36.23~66.74%, 2차 모델은 16.05~18.33%, 

그리고 다항식 추정모델은 5.01~8.90%로 나타났으며 4

개 물질 모두 다항식 추정모델에 대한 APE가 가장 낮

게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Table 9에서 제시한 4개의 모

델식으로 증발율을 비교적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인화성액체의 폭발위험장소 설정에 

필요한 증발율 추정모델을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액

체누출 시나리오를 전개하여 증발과정을 2단계로 나누

어 분석하는 한편, 각 단계별 증발속도 산정을 위한 이

론식을 제시하였다. 이론식과 민감도분석을 통해 증발

율의 중요 변수가 온도와 풍속임을 확인하였다. 그리

고 온도와 풍속이 전체 증발율에 미치는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온도와 풍속을 변수로 메탄올, 벤젠, 파라

자일렌, 톨루엔의 증발율 데이터를 산출하였으며 비선

형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증발율 추정 모델식을 계산하

였다. 

이번 연구를 통해 제시된 4개의 모델식의 조정된 결

정계수가 97% 이상임을 확인하였고, 이는 본 연구에서 

추정한 회귀분석 모델이 상당히 정확함을 증명한다. 

이론식과 회귀분석 모델값의 차이를 보여주는 APE를 

통해, 단순 회귀분석보다는 본 연구에서 논리적으로 

제안한 추정모델이 훨씬 정확한 증발율 추정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 산업현장에

서는 복잡한 이론식을 사용하는데 많은 제약과 어려움

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제시된 추정모델 산정법을 

통해 증발율을 추정한다면 인화성액체를 취급하는 사

업장에서 폭발위험장소를 간단하게 설정하여, 위험범

위를 손쉽게 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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