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앞두고 도심지 대기환경을 

개선할 목적으로 Compressed Natural Gas(이하 ‘CNG’)

자동차를 보급하기 시작했으며 2017년 3월 전국에서 

운행 중인 CNG자동차는 약 38,977대에 이르고 천연가

스자동차충전소 또한 전국적으로 87개소 247개의 충전

기가 가동 중에 있다1). 천연가스자동차의 도입으로 대

도시 대기오염의 주원인이었던 대기환경은 눈에 띄게 

개선되었고 여름철이면 빈번히 발령되던 오존주의보가 

간헐적으로 발령되면서 도심지 외출에 대한 두려움도 

많이 사라졌다.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효과와는 달리 

2005년 이후 10차례 이상 발생한 CNG버스 사고는 대

중교통을 이용하는 대다수 시민의 우려를 자아내었고 

07년 12월 경기도 구리시 에서 발생한 용기 폭발사고를 

계기로 용기제조공정 개선 이전에 유통된 용기를 최단

시간 내에 수거하였으며 전국의 CNG버스 14,659대를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 CNG 내압용기 

파열사고 중 대다수가 하절기에 발생하였는데 지열 등 

온도상승에 따른 CNG 자동차 내압용기 압력 상승 등

이 원인으로 추정되었다2). 현재는 서울 행당동 CNG버

스 내압용기 파열사고 직후 현재는 정부의 관계부처 합

동 긴급안전대책의 일환으로 하절기 CNG 용기의 사용

압력을 20.7 MPa보다 10% 감압된 18.6 MPa로 충전하

는 감압충전을 실시하고 있다3). 이런 시점에서 CNG 내

압용기의 안전성을 답보할 수 있는 CNG 내압용기 안

전관리의 타당성과 향후 방향에 관한 판단 근거가 필요

하나 기존의 CNG차량 내압용기와 관련된 연구를 살펴

보면, 용기 설계와 제작 불량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고원인 도출 및 요인 상관관

계 관련 연구가 주로 진행되어 왔으나 현행 운용 및 안

전관리 실태에 관한 조사는 매우 미흡하고 이를 제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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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re are about 38,977 CNG cars and 247 natural gas vehicle charging 
stations in operation in order to improve the urban air environment. With the 
introduction of natural gas vehicles, the atmospheric environment, which was the main 
cause of air pollution in the metropolitan area, was remarkably improved. However, 
unlike these positive effects, CNG bus accidents, which occurred more than 10 times 
since 2005, have caused concern among the majority of citizens using public 
transportation. It is necessary to make a judgment on the feasibility and future direction 
of CNG pressure vessel safety management that can safeguard the safety of CNG 
pressure vessel at the time of starting. In this study, we investigates production and use 
of CNG vessel, the current status of safety management of CNG bus transportation 
companies & charging stations and then proposes measures to prevent accident 
recurrence and safety management based on the actual situation investigation and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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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서라도 전체 타입별 용기 생산 및 사용현황 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4-6).

이에 본 연구에서는 CNG 내압용기의 생산현황, 검

사현황, 운수회사 및 충전소 등에 대한 국내 안전관리 

실태에 관해 조사한 후 이에 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현 실태 조사 및 분석에 근거한 사고 재발 방지 안전관

리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CNG버스에 대한 종합적

이고 체계적인 안전 대책 수립 및 안전성 향상 제도 정

착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생산 및 사용현황 분석

2.1 생산현황 분석

국내 Natural Gas Vehicle(이하 ‘NGV’)에 장착되어 있

는 CNG-1, CNG-2, CNG-3, CNG-4 내압용기는 ㈜엔케

이, ㈜이노컴, Agility Fuel Solutions, Faber Industrie SpA, 

SCI(미국), Xperion Energy and Environment, 데크컴퍼지

트(주), 일진복합소재(주) 등 총 8개의 업체에서 생산 및 

수입된 제품으로 08년부터 18년까지 생산된 CNG 내압

용기에 대해서 타입별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합격판

정을 받은 CNG 내압용기의 합격수량 및 제조사별 생산

현황을 정리하면 Fig. 1, Fig. 2와 같다. 이에 따르면 연

도별 가장 많이 생산된 내압용기는 CNG-1 타입 용기와 

CNG-2 타입 용기이다. 현재는 국내에서 CNG-2용기의 

생산이 중단된 이래 대부분의 CNG 버스가 CNG-1용기

를 장착하여 생산되고 있고 CNG-3, CNG-4 용기의 경

우는 12년, 13년 가장 많은 생산량을 나타내고 있다. 08

년부터 18년까지 가장 많은 CNG 내압용기를 생산한 연

도는 11년으로 39,808개의 내압용기를 합격 받았으며 

가장 적은 수량을 생산한 연도는 14년으로 16,471개의 

내압용기가 합격 판정 받았다. 11년 이후 CNG 내압용

기의 총 생산 및 수입 수량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나 

CNG-1의 용기 생산의 경우는 2016년 16,485개, 17년 

22,899개, 18년 23,700개로 그 경향이 상승세로 증가하

고 있다. 전체 내압용기 생산 중 CNG-1, CNG-2 용기의 

생산이 95%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 뒤를 이어 

CNG-4 용기의 생산이 3.9%, CNG-3 용기의 생산이 

1.2%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 CNG버스에 장착

된 용기는 Fig. 2에서 보듯 모두 CNG-1, CNG-2 타입의 

용기이고 CNG-3 용기는 전체 3,040개 중 약 50%는 ㈜

이노컴에서, 약 30%는 미국 SCI에서 수입된 용기이며 

CNG-4의 경우 11,371개 중 약 80%를 일진복합소재(주)

에서 생산하고 있다. Fig. 3에서 보듯 국내에 NGV에 장

착된 CNG-1 내압용기는 08~18년도 전체 190,951개, 

CNG-2 내압용기는 08~18년도 전체 87,401개 생산되었

Fig. 1. Production by type according to year.

Fig. 2. Production by maker according to year.

고 국내에 NGV에 장착된 내압용기 중 CNG-1, CNG-2 

내압용기는 Farber industie Spa, ㈜엔케이에서 전량 생

산된 용기이다. 국내에 NGV에 장착된 CNG-1 내압용

기는 08~18년도 전체 중 99.7%는 Faber Industrie Spa에

서, 0.03%는 ㈜엔케이에서 생산된 용기이고 08년 9,644

개 이후 지속적으로 생산 수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

히 최근 17년(22,899개), 18년(23,600개)에 가장 많이 증

가하는 추세를 나타낸다. 이에 비해 CNG-1용기의 경

우와는 정반대로 국내에 NGV에 장착된 CNG-2 내압용

기는 08~18년도 전체 87,401개 중 99.4%는 ㈜엔케이에

서, 0.06%는 Faber Industrie Spa에서 생산된 용기이고 

08~11년까지 매년 평균 21850개를 생산하다가 12년을 

기점으로 국내에서 생산이 중단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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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roduction of CNG pressure vessel by type 1,2.

국내 CNG버스 내압용기 생산현황을 종합적으로 정

리하면 전체 내압용기 생산 중 CNG-1, CNG-2 내압용기

의 생산이 95%의 점유율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CNG-2 용기가 2012년 생산이 중단된 이후 CNG-1 용기

의 생산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낸다. CNG-1 내압

용기 중 99.7%가 Faber사에서, CNG-2 내압용기 중 

99.4%가 ㈜엔케이에서 생산된 용기이고 CNG-2 용기가 

2012년을 기점으로 국내에서 생산이 중단된 이후 

CNG-1 용기의 생산이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는 것으

로 보아 초기 (주)엔케이에서 생산된 CNG-2 용기가 보

급된 후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이에 대한 대책으

로 사고대상 용기 수거, 강제폐기, 자연교체 등으로 인해 

Faber사에서 생산한 CNG-1 용기 보급이 급격히 확대된 

결과라 사료된다. CNG-1 용기 보급의 급격한 확대 원인

은 최근 용기 불합격항목 중 가장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

고 있는 복합재 손상에 대한 해결책 및 차량 안정성 향

상 방안으로 차량 수명으로 인한 차량 교체 시 대부분의 

운행사에서 차량 제조사에 CNG-2 용기가 아닌 CNG-1 

내압용기의 장착을 요구하고 있는데 기인한 것으로 추

정된다. 향후 CNG-2 용기의 공급은 자연감소하고 

CNG-2 용기와 관련된 용기 결함으로 인한 용기 재검 시 

불합격률 또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국내 

NGV에 장착된 CNG-1 내압용기의 경우는 전량 Faber사

에서 생산된 용기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기에 본 제조

사에서 생산된 용기에 대한 더욱 특화되고 철저한 용기

검사 및 장착검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2.2 사용현황 분석

국내 NGV를 생산하는 업체는 총 9개사로 내압용기 

CNG-1, CNG-2, CNG-3, CNG-4 등 다양한 종류의 차량

용 내압용기를 목적에 맞게 장착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차량 제조사에 따른 내압용기 타입별 장착용기의 수량 

현황은 Fig. 4와 같다. 국내 CNG 차량의 경우는 주로 

현대자동차(주), 자일대우상용차(주)가 대부분의 차량

Fig. 4. Count of pressure vessel by car maker (’18).

을 생산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주)가 150,336대(74.8%), 

자일대우상용차(주)가 50,763대(25.2%)의 차량을 생산

하고 있으며 현대자동차(주)가 자일대우상용차(주)에 

비해 약 3배 정도 많은 점유율을 나타낸다. CNG 내압

용기 타입 중에서 CNG-1 내압용기가 국내에서 가장 

많이 차량에 장착되어 생산되고 있고 다음으로는 

CNG-2, CNG-4, CNG-3 순으로 이 중 현대자동차(주)은 

가장 많은 내압용기를 장착하여 차량을 생산했다.

기 분석된 차량 제조사에 따른 내압용기 타입별 장

착용기의 수량 현황을 차량 제조사에 따른 내압용기 

타입별 장착률과 내압용기 타입에 따른 차량 제조사별 

장착률로 구분하여 다시 분석하면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현대자동차(주)의 경우 CNG-1 내압용기가 전체 장착용

기 중 86.8%, CNG-2 내압 용기가 전체 장착용기 중 

13.2%를 차지하고 있으며 CNG-1 내압용기가 CNG-2 

내압용기에 비해 약 6.5배 정도 많은 점유율을 나타낸

다. 자일대우상용차(주)의 경우 CNG-1 내압용기가 전

체 장착용기 중 74.4%, CNG-2 내압용기가 전체 장착용

기 중 25.6%를 차지하고 있으며 CNG-1 내압용기가 

CNG-2 내압용기에 비해 약 3배 정도 많은 점유율을 나

타낸다. CNG-1 내압용기의 경우 현대자동차(주)가 전

체 장착용기 중 78.5%, 자일대우상용차(주)가 전체 장

착용기 중 22.4%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대자동차(주)가 

자일대우상용차(주)에 비해 약 3.5배 정도 많은 점유율

을 나타낸다. CNG-2 내압용기의 경우 현대자동차(주)

가 전체 장착용기 중 60.4%, 자일대우상용차(주)가 전

체 장착용기 중 39.6%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대자동차

(주)가 자일대우상용차(주)에 비해 약 1.5배 정도 많은 

점유율을 나타낸다.

3. 검사현황 분석

3.1 내압용기 재검사현황 분석

내압용기 재검사는 2010년 CNG 용기 파열 사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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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내압용기 자동차 안전성 향상을 목적으로 현재 전

국에서 운행 중인 차량의 내압 용기에 대한 불량 여부

를 판단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

규칙 제57조의13은 내압용기 재검사에 관하여 규정하

고 있으며, 제57조의 14는 내압용기 정기검사 및 수시

검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검사방법은 자동차내압

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별표8]에서 제시하는 자동차 

내압용기 장착상태 검사에 관한 규정을 따르며, 검사

주기는 CNG 차량 중 CNG 버스를 비롯한 비사업용 외 

자동차 경우 3년이고 비사업용 승용차의 경우는 4년이

며 내압용기 장착에 대한 변화가 있을 시 별도의 내압 

용기장착검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있다. 재검사 결과를 

연도별로 분석한 결과, Fig. 5에서 보듯 시행 초기 

29.2%로 높았던 불합격률은 제도가 안정화되면서 2013

년 22.7%, 14년 15.8%, 15년 10.5%, 15년 10.6%, 17년 

9.8%를 기록, 제도 시행 6년 만에 불합격률이 1/3수준

으로 떨어졌고 17년 불합격률이 9.8%로 처음으로 한 

자릿수를 기록하였다. 내압용기재검사 용기 불합격 유

형은 크게 용기 결함, 가스 누출로 구분되며 연도별 용

기 불합격 현황을 분석해보면, 불합격건수는 검사 초

기 대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불합격 

유형 중 가스 누출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

음으로 용기 부식, 설치상태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용기 자체 결함은 내압용기재검사 전체 불합격 

비중의 28.4%(‘15), 15.1% (‘16), 17.6%(‘17)을 차지하였

다. 용기 자체 결함의 유형에는 부식, 균열/손상, 열해 

등이 있으며 Fig. 6에서 보듯 3개년 용기 결함을 비교, 

검토한 결과 용기 자체 결함 유형 중 부식 비중이 75% 

이상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균열/손상의 비중이 14% 

이상으로 나타났다. 

내압용기 재검사 초기에는 재검사 제도 시행 이전 

내압용기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불합격

률이 높게 나왔으나 이후 불합격 용기들의 파기, 용기 

제조 성능향상, 제도 안정화를 통해 용기 재검사의 불

Fig. 5. Trend of vessels inspections & failure rate.

Fig. 6. Portion of failure code (’15-’17).

합격률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향후 하향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 내압용기재검사 불합격

의 주요 결함 유형은 가스누출로 이는 용기자체 결함

으로 인한 불합격 판정 대비 전체의 75% 이상을 자치

하므로 내압용기자체 문제 외에 용기에 직접 부착되는 

밸브, 충전구 실링, 충전구 내부 스프링 등의 부속품 

결합부에 관한 특별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용기 자체 결함 유형 중 부식이 약 75% 이상을 차지하

는 것은 운행 중 겨울철 염화칼슘과의 접촉과 장마철 

강수로 인한 담수 부식으로 추정되나 기상청 기후 통

계 데이터 중 강수일 및 적설일과 비교한 결과, 용기 

부식과 기후와의 뚜렷한 영향은 나타나지 않으며 용기 

부식에 관한 별도의 원인 조사 및 안전성 평가, 방지 

대책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용기 타입

별 불합격률은 CNG-2가 월등히 높은 상태를 나타내며 

이는 CNG-1 대비 금속과 복합재의 이종 재료 사용과 

외곽이 복합재로 구성된 용기 구조의 특성 상 부식, 들

뜸, 복합재 찍힘 등의 결함 유형이 상당 부분 차지할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 국내 CNG 버스 내압 용기의 경

우는 대부분의 운송회사가 교체 주기에 맞춰 CNG-2 

용기를 CNG-1 용기로 교체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용기 

자체 결함으로 인한 불합격률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하향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사료된다.

3.2 내압용기 불합격 상세 현황 분석

내압용기 불합격 코드 항목은 크게 용기 장착 불합

격, 외관검사 불합격으로 구분되며 용기 장착 불합격 

항목에는 용기 방호장치 미탈거, 용기 장착부품의 장

착불량 등이 있고 외관검사 불합격 항목에는 상해, 마

모, 균열, 부식 등이 있으며 이를 비교 정리하면 Fig. 7

과 같다. 이에 따르면, 불합격 코드 중 섬유층하 부식 

항목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뒤를 이어 균

열(복합재료), 홈흠(복합재)깊이 1.25 ㎜이상 항목 순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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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Major failure code by year.

Fig. 8. Major failure count by code.

로 나타났으며 용기 결함과 관련된 불합격 건수는 14

년 1110건, 15년 425건, 16년 272건, 17년 294건, 18년 

333건으로 점차 줄어들다 다시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상기 수집된 내압용기 불합격 코드별 집계 건수를 

크게 용기장착 불량, 용기 상해 및 마모, 용기 균열 및 

부식 등으로 구분하여 불합격 코드에 대한 유사항목별 

건수로 재정리하면 Fig. 8에 나타낸 바와 같고 연도별 

불합격 항목에 대한 현황 및 추이를 살펴보면, 전 항목

에 대해 14년 대비 불합격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

는 것을 파악할 수 있고 14~18년 전체 불합격 항목 중 

용기 부식이 약 81%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

으며 그 뒤를 이어 용기 상해, 균열 등이 약 17%의 비

중을 차지하고 있다.

내압용기 불합격 코드 중 섬유층하 부식 항목이 가

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점은 초기 CNG-2 용기의 사

용 점유율이 매우 높은 상태에서 금속부와 복합재의 

이종 재료로 구성된 CNG-2 용기의 접착 불량으로 운

행 중 복합재 들뜸 현상이 발생하여 물기가 유입된데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국내 CNG-2 용기의 2012년 

이후 생산 중단, 파열 사고 이후 강제 폐기, 차량 수명 

도래에 따른 자연 교체 등으로 인해 섬유층하 부식으

로 인한 불합격의 경우도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

된다. 연도별 불합격 항목에 대한 현황 및 추이를 살펴

보면, 연도별 불합격 항목별 건수는 대부분 감소하는 

경향으로 유사하나 용기 부식의 경우는 타 불합격 항

목과는 달리 16-17년 전년도 대비 18년에는 그 증가 폭

이 현저히 높아지는 것으로 보아 추후 이에 관한 면밀

한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17년 용기 장착 불

합격 항목에 관한 분석 결과, 용기받침대 및 고정 띠와

의 조립 불량, 장착시스템 차체결합 불량, 방호장치 미

탈거 등이 주요 불합격 항목이고 본 항목은 대부분 조

립 및 체결 작업 불량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아 향후 

이에 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연

도별 불합격 항목별 건수가 대부분 감소하는 경향으로 

유사하며 14년에 불합격 건수가 매우 많은 상태에서 

15년에 현저히 감소하고 추후 년도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내는 것으로 보아 이는 파열 사고 이

후 불량 대상 용기 수거 및 폐기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본 하향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4. 안전관리 실태조사

4.1 운수회사 실태조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근거하여 운수회사는 내

압용기 자체 점검을 시행해야 하는데 운수회사의 내압

용기 자체 점검은 지역별, 규모별로 그 시기와 방법, 

점검 인원 등에 있어 차이를 나타냄으로 본 연구에서

는 이를 실태조사를 함으로써 실제 운수회사의 CNG 

내압용기 점검 및 안전관리 상태와 지역별, 규모별 차

이점 등을 파악하였다. 운수회사는 18.11월 기준 Fig. 9

에서 보듯 주요도시를 중심으로 전국에 걸쳐 총 534개

가 운영 중에 있고 본 실태조사는 지역별, 규모별, 

CNG충전소 보유 유무별에 따라 지역별 임의로 수 곳

을 선정하여 현장 방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재 CNG 

내압용기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의13(내압용

기재검사) 및 제57조의14(내압용기 정기검사 및 수시

검사)에 의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주관으로 검사를 수

행하고 있고 이 외에 운수회사에서도 일정한 주기를 

정하여 자체적으로 CNG 내압용기를 관리하고 있다. 

운수회사 자체 점검은 주로 차량 세척 후 내압용기의 

외관을 육안으로 확인하는 육안검사와 용기와 그 부속

품과 연결부위에서의 가스누출을 확인하는 검사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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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Number of CNG bus and transportation company by 
region.

(a) measurement device

(b) measurement scene

Fig. 10. Leakage inspection for CNG bus.

시함으로써 내압용기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 서울 및 

부산의 경우는 공영제 도입으로 인해 운수회사 자체적

으로 일정한 주기를 정하여 내압용기 검사점검표를 통

한 자체 검사를 실시하고 자체 점검 시 사용되는 검사

장비는 공간상 제한이 있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Fig. 10에서 보듯 카메라를 이용해 장착된 차량 CNG 

용기 외관 상태 검사를 하는 내시경 장치와 가스 누출 

탐지기를 통해 가스누출을 확인할 수 있는 가스 누출 

탐지기를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CNG 내압용기 자체 점검 시 자체 점검 업무처리 흐

름도는 Fig. 11과 같으며 운수회사 대부분은 차량 세척 

주기에 맞춰 내압용기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명문화되고 통일된 규정이 없고 장착된 용기 검사 시 

Fig. 11. Process of Leakage inspection for CNG bus.

설치된 용기의 구조적인 문제와 검사장비의 한계로 자

체 점검이 형식적으로만 수행되는 현실이므로 장착검

사장비 및 검사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

적이었다.

4.2 CNG충전소 실태조사

국내 CNG충전소는 2018년 현재 총 201 개소로 대다

수가 고정식 충전소 형식을 적용하고 있고 7개소 정도

가 LNG/LCNG 복합 충전소 형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국내 CNG 충전소의 형식별 설비 및 운

용 현황, 충전소 절차, 충전소 안전수칙, 과충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형식별로 CNG 충전소에 대한 실태조사

를 수행하였다. 실태조사에 있어 CNG 충전소의 경우 

지역별, 사업체별 차이는 없고 단지 고정식과 LCNG 

충전 설비의 형식별 차이만이 존재함으로 형식별로 서

울, 부산 지역 등의 충전소를 임의 선정하여 충전절차, 

설비 위험요인, 안전규정 및 수칙 등에 관한 실태조사

를 수행함으로써 문제점 및 개선점을 도출하였다. 고

Fig. 12. Structure of fixed type charging 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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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State of fixed CNG charging system.

정식 충전방식은 Fig. 12에서 보듯 도시가스 배관으로

부터 공급압력 0.2 MPa ~ 0.5 MPa 사이의 천연가스를 

공급받아 4단 압축기를 통해 25 MPa 정도로 압축 후 

압축된 가스를 CNG 저장 용기에 저장하고 충전 시 디

스펜서로 천연가스 차량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실태 조

사 시 실제 CNG 충전소에 설치되어 있는 설비 상태는 

Fig. 13과 같다.

LCNG 충전방식은 Fig. 14와 같이 주로 도시가스 배

관망이 없는 지역에 LNG 저장 탱크를 설치하고 저장된 

LNG를 기화기 및 펌프를 통해 CNG로 변환, 저장 시킨 

후 저장설비에 연결된 충전기를 이용하여 압축천연가

스를 자동차에 충전하는 시설이다. 이를 위해 LCNG 충

Fig. 14. Structure of LCNG charging system.

Fig. 15. State of LCNG charging system.

전설비는 LNG 하역관, LNG 저장 탱크, 고압 펌프, 기

화기, 부취제 장치, CNG 저장 탱크, 공급압력조정판넬, 

디스펜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태 조사 시 실제 LCNG 

충전소에 설치되어 있는 설비 상태는 Fig. 15와 같다.

CNG 충전 절차를 살펴보면, Fig. 16에 나타낸바와 

같이 차량이 진입하여 충전 구역 내 정차하면 충전 작

업자는 차량의 정보를 담고 있는 충전소 ID 카드를 차

량 인식 리더기에 인증하고 차량 하단 측면부 충전구

를 열어 디스펜서 노즐을 연결한 뒤 충전 ON 스위치

를 눌러 차량 내 용기에 CNG 충전이 시작된다. 충전 

시 차량의 CNG 내압 용기 내 연료가 완전 소진된 경

우에는 디스펜서를 통해 충전되는 압력이 20 MPa 보

다 용기 내부의 압력이 낮아 압력차가 크므로 충전 속

도가 빠르고, 용기 내부에 CNG가 주입됨에 따라 내압

이 충전압력에 근접하면서 충전 속도가 점차 느려지고 

용기 내압과 충전 압력이 균압이 될 경우 공급이 자동 

정지되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차량 충전 시 충전 속도

는 충전 압력과 용기 내 압력 차에 의해 결정되므로 별

도의 유량조절 또는 압력조절 장치가 필요치 않고 일

정 속도가 아닌 압력 차에 의해 초기 급속 충전에서 완

속 충전으로 변속되며 충전기 계기판에는 금액, 최종 

주입 유량만이 표시된다. 완충압력조정은 CNG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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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ocess of charging CNG to bus.

(b) Scene of charging CNG to bus.

Fig. 16. Process and scene of charging CNG to bus.

하단 충전구 측에 탑재된 아날로그 압력계의 지시압이 

정해진 완충 압력에 도달하면 디스펜서에서 CNG 공급

이 자동 정지되도록 디스펜서 후면부에 있는 레귤레이

터(Regulator)를 이용하여 하절기에는 18~19 MPa, 그 

외 시기에는 20 MPa로 설정압을 조정하고 있다. 

이러한 CNG 충전설비의 주요 위험요인은 누출원, 

점화원, 설비 파손, 과압 등으로 배관 파손, 피팅류 이

완 또는 파손, 압력용기 및 완충탱크 파손, 안전밸브 

작동이상, 충전호스 파열, 충전구 파손, 오조작 등에 의

해 누출사고가 발생하고 전기설비이상, 화기설비, 나

화, 정전기, 충격 또는 마찰 등으로 인해 화재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제작결함, 시공 불량, 부재 결함, 과도 

진동, 부식, 피로한도 초과, 외부 충격 등으로 설비 파

손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과충전, 차단밸브 이상, 안전밸

브 미작동 등으로 과압이 생성되고 그로 인한 폭발 위

험이 존재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공압식 긴급차단

장치, 저장용기 이상압력 발생 시 즉시 방출 가능한 안

전밸브, 압축기에 설치하는 안전밸브, 가스누출감지기, 

긴급차단회로, 자동이상온도 및 압력감시 장치 등의 

연속적인 안전감시 가능한 장치와 디스펜서 튜빙 라인 

이탈, 가스 충전구 실링 마모 등으로 충전 중 가스 누

출 시 모든 설비의 작동을 중지시키는 비상정지장치가 

설치되어야 하는데 실태 조사를 위해 확인 결과, 대부

분의 충전소에서 각종 안전장치가 규정에 맞게 설치되

어 있고 별도의 보수업체에 의해 정기적 검사가 수행

되며 감시 시스템 작동에 의한 비상정지 등 충전 설비 

측면에서 대응 상태는 양호한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국내 CNG버스에 장착된 내압용기의 

생산현황분석, 검사현황분석, 운수회사 및 충전소 등에 

대한 국내 안전관리 실태 조사 및 분석을 통해 각각에 

대한 CNG 내압용기 안전관리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현 실태 조사 및 분석에 근거한 현 시점의 CNG버스 

내압용기 안전관리 상태와 향후 전망, 안전관리를 위

한 항목을 제안하는 연구를 진행하였고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산현황 측면에서 CNG-1, CNG-2 내압용기의 

생산이 95%의 점유율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CNG-2 용기가 2012년 생산이 중단된 이후 CNG-1 용기

의 생산 및 수입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냄으로 향

후 CNG-2 용기의 공급은 자연감소하고 CNG-2 용기와 

관련된 용기 결함으로 인한 용기 재검 시 불합격률 또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현대자동차(주)은 가장 

많은 내압용기를 장착하여 차량을 생산했고 CNG-1 내압

용기가 CNG-2 내압용기에 비해 약 6.5배 정도 많은 점유

율을 나타낸다. 셋째, 용기 타입별 불합격률은 CNG-2가 

CNG-1 대비 금속과 복합재의 이종 재료 사용과 외곽이 

복합재로 구성된 용기 구조의 특성 상 부식, 들뜸, 복합재 

찍힘 등의 결함 유형이 상당 부분 차지할 것으로 사료되

며 최근 대부분의 운송회사가 교체 주기에 맞춰 CNG-2 

용기를 CNG-1 용기로 교체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용기 

자체 결함으로 인한 불합격률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

상된다. 넷째, 전체 내압용기 불합격 항목 중 용기 부식이 

약 81%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반복가압

시험 및 염소분무시험 등을 통해 부식이 용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다

섯째, 운수회사에서 일정한 주기를 정하여 자체적으로 

CNG 내압용기를 관리하고 있으며 차량 세척 후 내압용

기의 외관을 육안으로 확인하는 육안검사와 용기와 그 

부속품과 연결부위에서의 가스누출을 확인하는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내압용기 안전관리를 양호하게 하고 있다. 

여섯째, 국내 CNG충전소의 경우 대다수가 고정식 충전

소 형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충전소에서 각종 

안전장치가 규정에 맞게 설치되어 있고 별도의 보수업체

에 의해 정기적 검사가 수행되며 감시 시스템 작동에 의

한 비상정지 등 충전 설비 측면에서 대응 상태는 양호한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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