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중국 텐진항 컨테이너 폭발사고(‘15.8.12) 이후 국내 

철도 위험물 수송에 대한 안전기준 확립에 대한 필요

성이 증대되었고, 국토교통부(’15.10)는 철도로 운송되

는 위험물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기존에 지정되지 않

은 유류(경유, 등유, 벙커C유)와 위험물을 적재한 컨테

이너를 추가지정 하였다1).

국내에서는 현재 운전취급규정 제22조 ‘차량의 연결

제한 및 격리’에 의거하여 위험물 운송 시 기관차와 위

험물을 적재한 화차간 3량의 격리차를 운영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2). 철도공사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던 시절 기관차로부터 불씨가 뒤로 날아

가 화차에 옮겨 붙는 것이 격리차를 두는 이유라고 하

였다. 하지만 적합한 검증 없이 막연하게 정한 규정으

로 인해 철도 위험물 수송 시 운송원가 증가 및 운영의 

비효율성이 예상된다. 이에 위험물 특성을 고려한 현

실적인 격리차 운영기준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본 

연구는 이런 비효율적인 규정을 합리적인 안전성 검증

을 통해 격리차 기준을 완화시킴으로써 운송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연구목표로 삼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런 검증을 위해 화학 산업계에서 쓰이는 위험성평가 

방법론 중 영향평가 모델링 프로그램인 PHAST를 이

용하여 물동량이 많고 화재⋅폭발 가능성이 존재하는 

프로필렌과 유류의 누출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기관차

가 화차와 이격되어야 할 거리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자 한다. 누출 및 폭발 시나리오 선행연구를 보면 

Kim3)은 BLEVE를 고려한 LPG 시설의 Siting에 대하여 

연구하였고 Kim4)은 지하매설 고압 가연성 가스 배관

의 누출시나리오에 따른 피해 영향 거리를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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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fter the Tianjin Port explosion on 2015, it is highlighted that securing safety 
for dangerous goods in Korea and try to establish safety standards for railroad 
dangerous substances transport. In Korea, the regulation for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is stipulated to need 3 buffer cars. However, It is inefficient that 3 buffer cars. 
because 3 buffer cars, increase transportation too much costs in transit and it is too 
strict compared to other country rul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mprove 
transportation efficiency by mitigating the criteria for isolated railroads through rational 
safety assessment. In order to verify this, we used a risk assessment software which is 
PHAST 7.2 developed by DNV GL. We calculated safety distances that could prevent 
ignitions setting up scenarios when relief system work installed on a train loaded with 
propylene, nonane. As a result, we confirmed that buffer cars can be reduced from three 
to one. This result would be implemented in the application of Korail.

Key Words : railroad, QRA(Quantitative Risk Assessment), leak accident, PHAST 
(Process Hazard Analysis Software Tool), LFL(Lower Flammability Limit), buffer c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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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ianjin explosions, Tianjin, China, 2015.

또한, 위험물수송 관련 선행연구를 보면 LEE5)는 철도

위험물수송에 관한 위험도 정량화방안을 연구하였고 

LEE6)는 철도역의 위험물 수송에 대한 위험을 정량적

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에서는 수송사고 시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위험도를 산출하

였다면 본 연구에서는 화재/폭발 가능성이 존재하는 

프로필렌과 유류의 누출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기관차

와 화차의 이격거리를 산정하는 부분에서 차별점이 있

다. 또한, 이를 활용하여 최종적으로 철도 위험물 수송

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효율적인 철도 위험물 운송을 

위한 격리차 운영기준을 정립하고자 한다.

2. 방법론

2.1 위험물질 선정

물질을 선정하기 위해 위험물 특성 분석(화학물질 

MSDS) 및 국가통계포털에서 제공하는 “철도화물 수송

실적”을 참고하였다. 2017년 기준 철도로 운송되는 위

험물 및 유류는 총 1,495,030 t이며 이중에서 프로필렌 

231,506 t, 유류(항공유, 등유) 293,861 t으로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어 물질로 선정하였다. 또한, 프로필렌과 유류

는 기화되어 누출 시 점화원에 의해 화재/폭발 가능성이 

존재하는 물질로서 점화원과의 이격거리를 안전성평가 

Table 1. Transport status and analysis conditions of propylene 
and oil (aircraft, kerosene)

Material Propylene JP-8, kerosene

Transportation 
importance and 
chemical risk

1st and 2nd ranking in 
transit importance

1st and 2nd ranking in 
chemical hazards

Loadage 25 t 50 t

LFL
LFL : 20,000 ppm

1/2 LFL : 10,000 ppm
1/4 LFL 5,000 ppm

LFL : 8,000 ppm
1/2 LFL : 4,000 ppm
1/4 LFL : 2,000 ppm

Table 2. Material information of JP-8, Kerosene, Octane, 
Nonane, Dodecane

JP-8 Kerosene Octane Nonane Dodecane

Flammab-
le liquid
(classific
ation 3)

Flammab-
le liquid
(classific
ation 3)

Flammab-
le liquid
(classific
ation 3)

Flammab-
le liquid
(classific
ation 3)

Flammab-
le liquid
(classific
ation 3)

-

TWA 200 mg/m3 200 mg/m3 300 mg/m3 200 mg/m3 -

Melting, 
Freezing 

point
-20℃ -18℃ -56.73℃ -53.4℃ -10℃

Boiling point 150-300℃ 150-300℃ 125.62℃ 150.47℃ 216℃

Flash point 37-65℃ 38℃ 이상 13℃ 38℃ 74℃

Explosive 
range

0.7-5.0% 0.7-5.0% 1.0-6.5% 0.7-5.6% 0.6-4.7%

Vapor 
pressure

5 mmHg
(at 38℃)

5 mmHg
(at 38℃)

14.1 mmHg
(at 25℃)

4.45 mmHg
(at 25℃)

0.135 mmHg
(at 25℃)

Vapor 
density 4.5 4.5 3.86 4.41 5.9

Specific 
gravity 0.8 0.82 0.6986 0.7176 0.75

Self-ignition 
temperature 220℃ - 206℃ 205℃ 203℃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 Table 1은 현재 운송하고 있

는 프로필렌과 유류에 중요도와 위험도, 적재량, 분석 

조건을 보여주고 있다7). 여기서 유류(항공유, 등유)는 

순수한 물질이 아닌 혼합물이기에이를 PHAST시뮬레이

션에 활용하기 위해 항공유, 등유와 성질이 가장 비슷한 

노난을 대체 물질로 선정하였다(Table 2참조).

2.2 사고시나리오 설정

액화프로필렌이 저장된 탱크화차에서 누출은 누출

부위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는 자동차단변

이 설치된 프로필렌 주입구 (Inlet)/출구 (Outlet)계통의 

누출이며, 둘째는 압력방출 안전변을 통한 누출, 그리

고 셋째는 차단이 불가능한 누출로 말할 수 있다. 첫째

의 경우에 있어서는 누출이 일어나더라도 자동차단밸

브의 작동으로 소규모에 그칠 수 있으며 , 둘째의 경우

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소규모 누출로 그칠 수 

있다. 셋째의 경우에 있어서는 탱크 쉘이나 End Head 

그리고 첫째 경우를 제외한 부속품의 파손으로 탱크 

내 가스가 지속적으로 전량 누출 될 수 있는 경우이다.

누출형태별로 분류해 보았을 때 누출은 액상-기상 

혼합누출과 기체상누출로 분류될 수 있다. 탱크 내부 

액체가 존재하는 부위의 파손이 발생할 경우 액상-기

상 누출이 발생하게 되며, 탱크 상면의 기체가 존재하

는 부위에서의 파손은 가스 상태의 방출이 일어날 수 

있다. 첫 번째일 경우 누출량이 매우 극소량일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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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되고, 세 번째 같은 누출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미 

탈선과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격

리차에 대한 논증이 무의미해 질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두 번째 누출 형태인 안

전변을 통한 누출만을 사고시나리오로 채택하였다.

또한, 누출사고 시 점화원은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 

있는데, 그 중 정전기, 선로와 차륜간의 마찰로 인한 

스파크, 기관차의 집전판이 대표적 점화원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정전기나 마찰로 인한 스파

크는 열차 하부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기체 누출에 

대한 점화원으로는 적합하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집전

판만을 점화원으로 채택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2.3 시뮬레이션 설정

2.1 장에서 언급한 프로필렌과 노난 2가지 물질의 

위험 범위를 PHAST ver7.2로 도출하였다. PHAST는 

노르웨이 DNV GL사에서 개발한 위험성평가 소프트웨

어로 설계 및 운영의 모든 단계에 대해 포괄적으로 산

업 공정의 위험성을 분석할 수 있다. 또한 모델링 확산

과 증발, 가연성 및 독성 효과를 포함하며 원거리의 분

산에 대해 초기 누출부터 잠재적인 사건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수 있고 ALOHA(Areal Location Of Hazardous 

Atmosphere)에 비해 근접거리 예측에 대한 강점을 가

지는 UDM(Unified Dispersion Model) 모델을 사용하기 

때문에 현재 국제적으로 가장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다음 식은 UDM 연속 누출 시 PHAST시뮬레이션 계산

에 사용된 식이다.8)

  

  exp
 




   exp

 



  

  

  중심선의 농도, (kg/m3)

  농도에 대한 수직분산함수

   농도에 대한 수평분산함수

  수평확산항,   수직확산항

  plume 중심으로 부터의 거리(m)

  농도에 대한 수평분산지수

  농도에 대한 수직분산지수

  측면 확산계수(m)

  수직 확산계수(m)

Table 3. Scenarios used in the model

Scenario Standard Propylene Oil(aircraft, kerosene)

Relief 
system 
opens

Diameter 138 mm 176 mm

Length 243 mm 327.5 mm

Working 
pressure 28.8 barg 1.75 barg

Discharge 
temperature

70℃ 310℃

또한 사고시나리오는 탱크화차에서 예상되는 사고

위험인 누출 및 화재, 폭발 사고 중 누출사고로 선정하

였고 안전변으로 누출 될 때의 시나리오로 선정하였다. 

안전변은 작동압력에 도달해야만 열리는 방식으로 

Table 3은 안전변으로 누출될 때의 시나리오를 설정하

기 위해 입력한 값을 보여주고 있다. 프로필렌은 28.8 

barg JP-8제트유, 등유는 1.75 barg를 안전변의 setpoint

로 설정되어 있어서 시뮬레이션의 내부압력으로 가정

하였다. 또한, 안전변을 통해 누출되는 물질의 상태는 

기상 방출 상황을 유도하기 위해 탱크 누출 시 온도는 

각각 70℃, 310℃로 설정하였다. 제트유, 등유는 사실 

액체로 저장되어 있어서 방출 시에도 액체 상태이지만 

시뮬레이션 결과 액체로 방출될 때 보다 온도를 310℃

까지 높여 인위적으로 기화시켜 방출될 때 LFL 확산

거리가 훨씬 멀리 나왔다. 따라서 결과를 보수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액체로 방출될 때가 아닌 기체로 방출

될 때의 조건을 입력하였다. 기상조건은 KOSHA 지침

서의 사고시나리오 지침에 따라 기온 25℃, 풍속 및 대

기안정도는 야간에 1.5 m/s, 대기안정도 F,(1.5F), 주간

은 5 m/s 대기안정도 D(5D)를 선택하고 수직누출 시 

누출 가스가 최대한 꺽이는 것을 고려하기 위해 9 m/s 

대기 안정도 D(9D)를 추가하였다. 물질의 양은 Table 1

을 참고하여 프로필렌, 노난 각각 25 t, 50 t으로 설정

하였다9).

2.4 점화원의 위치를 고려한 거리 산정 

격리차 운영기준의 안전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누

출점인 화차의 안전변에서부터 점화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기관차의 집전판까지의 거리를 고려하여야 한다. 

Fig. 2 전기기관차의 도면을 통해 전기기관차의 전장은 

커플러의 길이를 더하여 총 20,480 mm이며 집전판의 

위치는 기관차 양쪽 끝단에서 16,050 mm에 각각 위치

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안전변이 화차의 

중간지점(5300 mm)에 위치하고 있으며 안전변과 다음

격리차까지의 거리가 5,755 mm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격리차 1량의 길이를 14 m로 가정하고 총 3량

으로 격리차를 격리하였을 경우 누출지점인 안전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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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터 점화원인 집전판까지의 거리를 다음과 같이 계

산하여 Fig. 3의 그림으로 나타내 보았다.

① 기관차 집전판 ~ 격리차와의 거리 : 16,050 ㎜

② 격리차 3량의 거리 : 14,000 ㎜ × 3 = 42,000 ㎜

③ 격리차 ~ 화차의 안전변, 돔커버와의 거리 : 5,755 ㎜

④ 기관차 집전판 ~ 안전변, 돔커버와의 거리

= ①+②+③ =63,805 ㎜

총 63,805 ㎜ 의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2량으로 줄였을 경우 49,805 ㎜의 거리가 이

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계산된 이격거리를 기준으로 폭발가능 거리를 시

뮬레이션 함으로써 안전 격리차의 적정 필요 대수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3. 결 과

PHAST 모델링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프로필렌과 노난

의 폭발하한값 LFL(Lower Flammability Level) 농도 기준에

서의 영향거리를 도출 하였으며 좀 더 보수적인 이격거리

를 구하기 위해 미국 LNG 시설배치에서 사용하는 기준인 

안전계수를 2로 두어 적용하는 1/2 LFL과10) 한국산업표준, 

KS CIEC 60079-10-1국내기준인 안전계수를 4로 두어 적용

하는 1/4 LFL을11) 추가적으로 도출하였다.

3.1 프로필렌 안전변 누출 시나리오

다음은 프로필렌의 LFL인 20,000 ppm 1/2 LFL인 

10,000 ppm, 1/4 LFL인 5,000 ppm을 기준으로 영향거

리를 측정한 그래프이다.

Fig. 4. Sideview of LFL 20,000 ppm endpoint distance release 
from propylene relief system.

안전변에 의해 프로필렌이 누출되었을 때에 대한 결

과로 프로필렌의 LFL인 20,000 ppm을 기준으로 영향

거리를 측정한 결과 대기안정도 1.5F, 5D, 9D 각각 

7.14 m, 7.94 m, 8.6 m의 영향거리가 도출 된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프로필렌의 1/2 LFL인 10,000 ppm을 기준으로 영향

거리를 측정한 결과 대기안정도 1.5F, 5D, 9D 각각

Fig. 5. Sideview of LFL 10,000 ppm endpoint distance release 
from propylene relief system.

Fig. 2. Blue print of Electric Locomotive.

Fig. 3. Railroad of dangerous substances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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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ideview of LFL 5,000 ppm endpoint distance release 
from propylene relief system.

17.08 m, 17.04m, 19.68 m의 영향거리가 도출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프로필렌의 1/4 LFL인 5,000 ppm을 기

준으로 영향거리를 측정한 결과 대기안정도 1.5F, 5D, 

9D 각각 43.08 m, 43.09 m, 47.52 m의 영향거리가 도출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2 JP-8제트유, 등유(노난) 안전변 누출 시나리오

다음은 노난의 LFL인 8,000 ppm 1/2 LFL인 4,000 

ppm, 1/4 LFL인 2,000 ppm을 기준으로 영향거리를 측

정한 그래프이다.

Fig. 7. Sideview of LFL 8,000 ppm endpoint distance release 
from nonane relief system.

안전변에 의해 JP-8제트유, 등유(노난)이 누출되었을 

때에 대한 결과로 노난의 LFL인 8,000 ppm을 기준으

Fig. 8. Sideview of LFL 4,000 ppm endpoint distance release 
from nonane relief system.

Fig. 9. Sideview of LFL 2,000 ppm endpoint distance release 
from nonane relief system.

로 영향거리를 측정한 결과 대기안정도 1.5F, 5D, 9D 

각각 3.4 m, 3.87 m, 4.0 m의 영향거리가 도출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노난의 1/2 LFL인 4,000 ppm을 기준으로 영향거리

를 측정한 결과 대기안정도 1.5F, 5D, 9D 각각 7.5 m, 

8.58 m, 9.4 m의 영향거리가 도출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노난의 1/4 LFL인 2,000 ppm을 기준으

로 영향거리를 측정한 결과 대기안정도 1.5F, 5D, 9D 

각각 18.5 m, 19.98 m, 21.23 m의 영향거리가 도출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3 격리차 운영기준에 관한 안전성 검토

기차가 이동 중 안전변이 작동할 경우에는 풍속에 

상관없이 상대적인 속도에 의해 누출되는 기체가 기관

차와 멀어지는 방향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기차가 정차시를 가정하여 바람이 화물차 방향으로부

터 기관차 방향으로 불어오는 상황을 가정하여 LFL, 

1/2 LFL, 1/4 LFL 농도의 도달 끝점거리를 알아본 결

과 Table 4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Table 4를 보면 프로필렌의 1/4 LFL (0.5% 혹은 5,000 

ppm) 농도가 최악의 경우 47.5 m까지 도달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4. Distance of propylene, nonane(LFL, 1/2 LFL, 1/4 LFL)

LFL 1/2 LFL 1/4 LFL

1.5F 5D 9D 1.5F 5D 9D 1.5F 5D 9D

Propylene
(25 ton)

7.14 m 7.94 m 8.6 m 17.0 m 17.0 m 19.6 m 43.0 m 43.9 m 47.5 m

Nonane
(50 ton)

3.4 m 3.87 m 4.0 m 7.50 m 8.58 m 9.40 m 18.5 m 19.9 m 21.2 m

4. 결론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위험물 운송시 격리차 운영기준에 대

한 안전성 검증을 하기 위해 안전변 누출 시 물질(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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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렌, 노난), LFL에 따른 수평 누출 거리를 도출 하였다.

격리차 운영기준의 안전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누

출점인 화차의 안전변에서부터 점화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기관차의 집전판까지의 거리를 고려하고 누출 시

뮬레이션 결과의 대기 중 확산 높이를 고려하여야 한

다. 앞서 2.3 장에서 설명한 격리차 1량의 길이를 14 m

로 가정하고 총 3량으로 격리차를 격리하였을 경우 누

출지점인 안전변에서부터 점화원인 집전판까지의 거

리는 약 63.8 m, 2대일 경우 약 49.8 m, 1대일 경우 약 

35.8 m로 계산된다. 이렇게 계산된 이격거리를 PHAST 

시뮬레이션으로 도출한 영향거리 결과와 비교해 안전

성을 검증할 수 있다. 

또한, 앞에서 제시한 시나리오들의 결과를 보면 누

출되는 기체의 높이는 모두 지면에서부터 최소 10 m 

이상 이격되어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점화

원인 집전판의 높이가 지면에서부터 약 2.4 m 상단에 

위치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기체의 높이는 고려하

지 않고 수평거리만을 고려하였다.

그 결과 프로필렌은 JP-8 제트유, 등유보다 영향거리

가 더 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최대 확산거리가 

9D의 대기안정도일 시 수평으로 47.5 m까지 인화가능 

농도가 퍼진다. 이는 격리차를 2대 운영할 때 유지되는 

49.8 m보다 짧은 거리임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는 격리차 운영지침에서 제시하는 3대 기

준을 2대로 줄일 수 있는 근거로 제시될 수 있다고 판

단된다. 또한 JP-8 제트유, 등유를 운송하는 열차일 경

우 가장 멀리 퍼지는 거리가 프로필렌과 마찬가지로 

1/4 LFL, 대기안정도 9D일 때 21.2 m의 영향거리가 도

출되었다. 이를 토대로 JP-8 제트유, 등유를 운송하는 

운송열차일 경우 격리차를 1대만 운영해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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