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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하 공간 및 다중이용시설 밀폐공간의 경우 가스질

식, 화재 등 다양한 위험이 존재하고 사고 발생 시 대

규모 재난에 준하는 인명피해가 발생될 잠재 위험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다루는 밀폐

공간의 정의 및 명칭을 일반인들은 쉽게 이해할 수 없

고 밀폐공간에 적용하는 농도측정 및 환기규정을 지키

지 않아 크고 작은 인명 피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

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10년간 가스 질식 사고는 연평

균 19.3건 발생하여 총 193건에 달하며 이로 인해 약 

322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사망자는 191명으로 한 

건당 1명씩 사망자가 발생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수준

으로 특히 사망자중 36명이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에

서 발생되어 전체의 18.9%를 차지한다1). 

밀폐 공간 내 가스질식 사고 원인은 기술적, 관리적, 

인간적 요인 등 매우 다양함으로 이에 관한 체계적이

고 전문화된 원인 조사 연구와 이에 대응하는 재발 방

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나 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밀폐 

공간 건축이나 공간 내 유해 가스 체류 등에 관한 연구

가 주를 이루어왔다2-5). 정확한 가스질식 사고 원인 조

사를 위해서는 여러 측면에서 가스 유입 경로 및 이로 

인한 농도 변화, 작업 환경 등에 관한 사고 재현 및 실

험이 요구되어 지며 이를 위해 최근에는 다양한 공학

적 접근 방법이 사고조사 분야에도 많이 활용되고 있

는 추세이다. 접근 방법 중 수치해석 또는 시뮬레이션

은 사고조사 방법 중 가장 활용이 많은 분야로 사고당

시 상황을 재현하기 어렵고 대상물에 대한 재현실험이 

불가능할 경우 사고 전 상태와 환경 등을 모델링하여 

사고 당시 조건에서 사고발생이 가능한지 등을 판단하

고 사고를 발생시키는 역학관점에서의 정확한 사고 메

커니즘을 분석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다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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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발생한 밀폐 공간 내 작업 

중 질식 사망 사고를 바탕으로 실제 사고가 발생한 현장

을 3차원으로 모델링하고 가스의 확산과 폭발, 화연과 

충격파의 전달 해석 등에 장점을 가지고 있는 폭발 피해 

예측 전용 해석 프로그램인 FLACS를 활용하여 질식 가

스의 유입경로와 이로 인한 사망가능성 및 사망에 이르

는 시간 등을 추정함으로써 가스 질식사고 발생 시 사고 

발생 메커니즘을 판단할 수 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 분석에 활용하고자 한다.

2. 사고 개요 및 재구성

2.1 사고 개요 

Table 1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최근 10년간 질식으

로 인한 사망사고 사례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사고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정한 고압가스에서 제외되는 

1.0 MPa 미만의 불연성가스(질소, 알곤, 후레온)가 인

적오류 및 시스템 불량 등의 문제로 인해 누출되어 작

업자가 질식 사망하는 사고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

로 인한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추세이다.

Table 1. List of accident for inert gas asphyxiation

Day Place Damage Cause Gas

‘10. 1. 2 Daewoo Dead 2 Carelessness Argon

‘11. 7. 2 E-Mart Dead 4 Leakage Freon

‘12. 10. 7 Warehouse Dead 1 Leakage Freon

‘13. 1. 23 SPP Ship Dead 1 Carelessness Argon

‘13. 4. 5 STX Ship Dead 1 Carelessness Argon

‘13. 5. 10 Hyundai Dead 5 Facilities Argon

‘13. 12. 6 POSCO Dead 2 Carelessness Nitro. 

‘14. 12. 26 H & N Dead 3 Carelessness Nitro. 

‘15. 4. 30 Hynix Dead 3 Carelessness Nitro.

‘18. 4. 24 Shipper Dead 1 Carelessness Argon

본 연구에 적용된 질식 사망사고의 경우도 불연성가

스 질식 사망사고로 사업장 내 산소공장의 냉각탑 내

부에서 협력업체 근로자가 내장재 교체작업을 하던 중 

냉각탑의 내부로 유입된 질소 가스에 의해 산소 결핍

현상이 나타났고 결국 내부에서 작업자 4명 모두가 질

식으로 사망하였다. 약 1시간동안 작업자가 휴식을 취

하였고 그 후 냉각탑 내장재 교체작업을 위해 작업자 

4명이 내부를 진입하였으며 불과 수 분 내 사망한 상

태로 발견되었다. 작업자 질식 원인은 냉각탑 내 급격

한 질소 가스유입에 의한 산소결핍으로 판단되는데 사

고 메커니즘 이해를 위해 작업 중이던 냉각탑의 구조

와 질소 방산시스템의 개략도를 Fig. 1에 나타내었다.

Fig. 1. Diagram of accident site.

2.2 현장 조사

사고현장은 Fig. 2에서 보듯 방산탑과 냉각탑으로 

구성되어 있고 건축물은 높이 20 m, 가로 6.15 m, 세로 

4.15 m으로 사고 플랜트는 다른 플랜트와는 달리 방산

탑에서 방출되는 질소가 다시 냉각탑 내부로 축적되는 

구조적 결함이 있는 상태이다. 사고 당시 DCS Panel 

청소를 위해 DCS전원 차단 후 다시 전원이 재투입되

는 과정에서 냉각탑과 연결되어 있던 질소배관의 밸브

(1506_Valve)가 50%정도 개방되었고 냉각탑 내부로 연

결되는 배관의 릴리프밸브(1213B_Valve, 설정압력 0.07 

bar)는 개방되는 밸브의 작동으로 인해 질소가스가 역

류되어 배관 내 압력이 상승함에 따라 동시에 개방됨

으로써 질소가스가 방산탑으로 급격히 유입되었고 방

산탑과 연결된 냉각탑 내부에서 작업 중이던 4명이 유

입된 질소가스에 의해 산소결핍 현상이 유발되어 질식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 당시 산소농도 측정 결

과, 측정 후 2분도 되지 않아 필터 충전 상부에서 0.5% 

이하로 산소농도가 떨어짐을 확인하였다. 

Fig. 2. Diagram of Chiller t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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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hoto of diffusion outlet & cooling tower.

Fig. 4. photo of diffusion outlet in cooling tower.

 

Fig. 5. Concentration measurement by oxygen density test 
device.

3. 가스 누출 확산 해석 및 평가

3.1 해석개요 및 경계조건

최근에는 사고 재구성을 위해 다양한 첨단 장비를 이

용하여 실제 사고 현장을 재현하는 기법이 많이 사용되

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실제 질식 사망사고가 발생

한 현장을 실제 계측을 통해 3D로 모델링하고 FLACS 

프로그램을 활용한 전산유체해석을 수행함으로써 사고 

당시 질소 가스의 유입경로를 분석하였으며 이로 인한 

냉각탑 내 작업자 사망에 이르는 시간 및 사망가능성을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FLACS 프로그램은 가

연성 또는 독성 가스의 확산, 가스와 분진 폭발, 화연과 

충격파의 전달, 풀과 제트 화재 등에 사용하는 전산 유

동 해석(CFD,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코드이다. 

FLACS CFD를 이용하여 계산되는 가스누출은 연속방

정식, 운동량 방정식, 에너지 전달 방정식, 화학종 보존 

방정식에 의해 해석되며 난류(Turbulence)모델은 K-모

델을 통해 계산된다. FLACS을 활용한 가스누출 확산 

해석을 위해 Fig. 6에서 제시된 모델링에 격자를 생성하

였고 격자 형태 및 구성된 형상은 Table 2, Fig. 6와 같

으며 해석을 위해 적용된 경계조건은 Table 3과 같다. 

격자(Grid)는 시뮬레이션에 있어서 결과 값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일정한 공간을 갖

고 있는 구조물이나 건물의 시뮬레이션을 수행함에 있

어 중요한 포인트에 격자를 좁은 간격으로 생성하여 측

정정밀도를 높이도록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는 Table 2 

및 Fig. 6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FLACS code에서 제시

한대로 시뮬레이션 구조물의 크기(높이 20 m, 가로 6.15 

m, 세로 4.15 m)고려하여 Control volumes(x=40 m, y=24 

m, z=89 m)을 구성하였고 Grid cell size는 X,Y,Z축 0.25 

m로 조밀한 격자를 생성하였다. 그리고 Z축의 상부쪽 

공기영향을 받은 부분을 grid cell size 0.97 m로 여유를 

주었다. 그 결과 대상공정의 Geometry와 물질의 특성을 

고려한 전체 격자수를 85,440개로 구성하였다.

Table 2. Grid status for FLACS analysis

Contents X Y Z

Control volumes(m) 40 24 89

Min control vol size(m) 0.25 0.25 0.25

Max, control vol size(m) 0.25 0.25 0.97

Max percentage difference(%) 0.00 0.00 19.38

Occurred at indices 0 0 87

Max aspect ratio 3.88

Total of control volumes defined(ea) 85,440

Fig. 6. Configuration of grid generation for 3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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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가스누출 조건

FLACS상에서 질소 가스 누출 조건은 실제 사고 당

시 압력 및 유량 등을 고려하여 Table 3에서 보듯 7bar

의 압력으로 배관을 통해 0.127 ㎥ 1개소와 0.036 ㎥ 3

개소로 누출 개소와 양을 가정하였고 Fig. 7과 Table 4

Table 3. Input and boundary condition for FLACS analysis

Boundary Condition

XLO Nozzle

XHI Nozzle

YLO Nozzle

YHI Nozzle

ZLO Nozzle

ZHI Nozzle

Leaks

Mass flow rate [kg/s] 2.35

Leak type JET

Grid

Total No. of Control Volumes 85440

Max aspect ratio 3.88

Simulation Conditions

Ambient temperature[℃] 20

Ambient pressure[Pa] 100,000

Wind condition[m/s] no wind

Gas composition CO=1(N2 Condition)

CFLC 5

CFLV 0.5

DTPLOT 1

Fig. 7. Setting of gauge for death spot.

에서 나타낸 5개소에서 질소가스의 농도(%)를 해석을 

통해 도출하였다. 또한, 구조물 공간 내 경계조건은 구

조물 내부임을 고려하여 가스가 노즐에서 분사되는 것

으로 설정하였고 주변환경 설정 및 출력 파라미터 조건

은 20℃에서 바람이 없는 타입으로 지정하고 시뮬레이

션 시간을 좌우하는 격자크기 및 개수, CFLC(Courant 

-Friendrich-Levy)값은 격자크기와 시뮬레이션 시간step

을 연결하여 출력데이터를 1초 간격으로 저장토록 설정

하였다. 

3.3 해석결과 및 고찰

FLACS상에서 질소가스 누출시작 약 60초 이후에는 

구조물 공간 내에서 일정한 유량을 유지하여 흐르는 

정상태현상(steady state)을 나타내므로 0～60초 사이에 

계산된 수치로 해석을 수행하였고 실제 사고 내용과 

병행하여 농도에 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Fig. 8의 모

니터링 데이터 중 총 5개 지점을 선정하여 해당지점에

서 시간에 따른 농도변화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사망

자가 발생한 MP1은 질소 가스 누출 후 약 43초에 질소

가스 농도가 80%이상으로 상승하였고, MP4는 30초에 

질소 가스 농도가 80%, MP5는 45초에 80%로 상승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Table 4에 정리하여 나타내었

고 이에 따른 산소 농도 변화를 Table 5에 나타내었다. 

또한, 질소가스 확산에 따른 농도 및 압력 변화 결과를 

2차원과 3차원으로 Fig. 9, Fig. 10에 나타내었다.

해석 수행의 신뢰성 확보 및 질식사고로 인한 인체 

피해 영향을 판단하기 위해 FLACS 해석을 통해 산출

된 유입 경로에 따른 농도와 확산 시간을 Table 6에 제

시된 KOSHA GUIDE H-80-2012의 산소농도에 따른 생

체 영향 판단표와 비교, 검토 하였다9). Table 4, 5, 6에

Grid No.(Time, Concentration)

Fig. 8. Trend of concentration according to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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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 sec

(b) 30 sec

(c) 60 sec

Fig. 9. Result of concentration and pressure distribution.

(a) 0 sec

(b) 30 sec

(c) 60 sec

Fig. 10. Result of concentration distribution by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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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ncentration & filling time of N2 

N2 Vol.
(%)

MP1
(sec)

MP2
(sec)

MP3
(sec)

MP4
(sec)

MP5
(sec)

20% 8 26 insufficient 4 12

40% 15 38 insufficient 9 16

60% 23 53 insufficient 17 27

80% 43 insufficient insufficient 30 45

100% insufficient insufficient insufficient insufficient insufficient

Table 5. Concentration of O2 by filling of N2

N2 Vol.(%) Air Vol.(%) O2 Vol.(%)

10 90 18.9

20 80 16.8

30 70 14.7

40 60 12.6

50 50 10.5

60 40 8.4

70 30 6.3

80 20 4.2

90 10 2.1

100 0 0

Table 6. Influence on human body by O2 concentration

O2 Vol(%) Human Impact

21%
18%

16～12%

14～9%

10～6%
continuing or 

less

Nomal(air concentration)
Oxygen deficiency(safety limit)
Increased pulse or respiratory, need to focus on mental 
focus, fine muscle work is not working well
Declining judgment, excited state,
drunk, increased body temperature
(Zyanose), I can not feel my state and not remember 
my memory
Unconscious, Central nervous system disorder, 
Convulsion, Zyanose
Coma→slow breathing→ respiratory arrest→cardiac 
arrest after 6～8 min

서 도출된 산소농도에 따른 인체의 주요 영향과 확산 

시간 등을 병행하여 비교, 분석한 내용을 정리하면 결

과는 Table 7과 같다. MP1에서는 누출후 23초에 혈액 

중의 산소가 결핍하여 피부나 점막이 검푸르게 보이는 

치아노제(Zyanose)상태에 도달하고, 43초에 호흡정지 

상태를 나타냈으며, MP2에서는 53초에 치아노제, MP3

에서는 17초 치아노제, 30초에 호흡정지 상태 등을 나

타내었다. 대부분 작업자들이 작업장소로 인입한 지 

불과 1분도 채 되지 않아 중추신경장애 및 호흡정지 

현상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아 이로 인해 실제 휴식 후 

작업 시작과 동시에 갑자기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질식사망 사고가 발생하였는지를 판단할 수 있었다.

Table 7. Filling time and Main influence on human body

Human impact MP1 MP2 MP3 MP5

Zxanose 23sec 53sec 17sec 27sec

respiratory arrest 43sec - 30sec 45sec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발생한 밀폐 공간 내 작업 중 

질식 사망 사고를 바탕으로 실제 사고가 발생한 현장

을 3차원으로 모델링하고 가스의 확산과 폭발, 화연과 

충격파의 전달 해석 등에 장점을 가지고 있는 폭발 피

해 예측 전용 해석 프로그램인 FLACS를 활용하여 질

식 가스의 유입경로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는 질소유

입에 따른 구조물 공간에서의 농도변화를 시뮬레이션

을 통해 필요지점에서의 질소농도를 정량화 하여 산소

농도 %로 산정,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도출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낸 것

처럼 구조물 공간에서에 산소농도가 14～9% 도달하여 

작업자가 치아노제(Zyanose)상태가 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불과 1분도 채 되지 않았고 치아노제 상태에서 

산소가 10～6% 또는 그 이하의 산소농도에 작업자가 

지속적으로 머무르게 되면 Coma에서 Arrest상태에 이

르기까지 약 6～8분 정도 시간이면 사망을 가져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임을 감안할 때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전 공정안전관리에 중점을 두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바탕이 되는 질식 사망사고는 

DCS 로직 시스템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점 외에 작

업 시 질소유입 차단판을 미설치, 밀폐공간 작업에 관

한 작업자의 안전교육 부실, 검지장치 미비치로 발생

한 종합적인 안전관리 부재 사고로 사고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첫째, 밀폐공간 작업 시 가스차단판과 이중

밸브의 설치가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고 둘째, 작업 전 

밀폐공간을 드론이나 로봇등을 이용하여 산소농도 검

지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셋째, 협력업체 직원을 

포함한 전 직원들에게도 정비작업 공장별 위험장소 분

류와 작업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관

련 정보를 제공하여 사고위험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17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

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

업임(No. 2017R1D1A1B03028163)

References

1) “Annual Gas Accident Statistics,” Gas Accident Almanac, 



조완수⋅김의수

J. Korean Soc. Saf., Vol. 33, No. 5, 201834

Korea Gas Safety Corporation, pp. 27-32, 2016. 

2) Y. D. Jo, “Estimate Minimum Amount of Methane for 

Explosion in a Confined Space,” Journal of KIGAS, Vol.21, 

No.4, pp.1-5, 2017.

3) B. H. Kwon, “A Study on Asphyxiation Accidents Occurred 

in the Confined Space, and their Prevention,” Journal of 

KSMS, Vol.18, No.3, pp. 47-54, 2016.

4) J. W. Choi, C. W. Park, S. H. Lee, and D. J. Kim, “Dispersion 

Characteristics of Hydrogen Gas by the Effect of Leakage 

Hole Size in Enclosure Space,” Journal of KAICS, Vol.17, 

No.5, pp. 26-35, 2016.

5) H. J. Aha, S. H. Lee, N. K. Hur, M. K. Lee and G. J. Yong, 

“The Numerical Simulation of Hydrogen Jet Diffusion For 

Hydrogen Leakage in The Enclosed Geometry,” Journal of 

KSCFE, Vol.14, No.2, pp. 32-38, 2009.

6) E. S. Kim, J. H. Sim, J. P. Kim and N. K. Park, “The Study 

on Evaluation of Human Body Injury by Explosion of 

Portable Butane Gas Range,” J. Korean Soc. Saf., Vol.31, 

No.3, pp.60-67, 2016.

7) E. S. Kim, J. H. Kim and M. G. Kim, “Forensic Engineering 

Study on the Explosion Accident Investigation of the 

Centrifugal Casting Machine Using ADINA FSI,” J. Korean 

Soc. Saf., Vol.26, No.4, pp.27-33, 2011.

8) E. S. Kim, J. H. Kim, J. H. Sim, J. P. Kim, J. M..Goh and N. 

K. Park, “A Forensic Engineering Study on Evaluation of 

Explosive Pressure and Velocity for LNG Explosion 

Accident using AUTODYN,,” J. Korean Soc. Saf., Vol.30, 

No.4, pp.56-63, 2015.

9) “Technical Guidelines for Enforcement of Confined Space 

Health Work Program” KOSHA GUIDE H-80-2012,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2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