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는 NFPA 301)에 따라 상압

저장탱크(Atmospheric storage tank), 저압저장탱크(Low 

pressure storage tank) 및 압력저장탱크(Pressure storage 

tank)로 구분된다. 이중 상압저장탱크는 탱크 상부의 

압력이 기압에서 6.9 kPa(1 psig)까지의 압력으로 운

전하도록 설계된 탱크를 말한다.

상압저장탱크는 형태에 따라 고정지붕탱크(Fixed 

roof tank), 외부부상지붕탱크(External floating roof tank, 

EFRT), 내부부상지붕탱크(Internal floating roof tank, 

IFRT) 등으로 구분된다. 상압저장탱크에는 탱크 로딩

(충전) 작업, 언로딩(출하) 작업 및 외부 온도 변화에 

의해 과압이나 진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기의 흡

입 및 배출을 위해 통기관이 설치되어야 한다. 통기관

이 없는 상태에서 로딩, 언로딩 작업 등이 진행될 경우 

상압저장탱크는 파손될 있다. 일반적으로 경유와 같이 

증기압이 낮아 증발량이 작은 경우에는 상부에 통기관

이 설치된 고정지붕탱크를 사용한다. 하지만 가솔린과 

같이 증기압이 높아 증발량이 많은 경우에는 로딩작업 

중 배기에 의해 손실이 많이 발생하므로 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외부부상지붕탱크를 사용한다. 부상지붕탱

크는 충전작업 중 액위 상승에 따라 부상지붕이 함께 

상승하는 구조로 배기에 의한 손실을 최소화 한 상압

저장탱크이다. 하지만 비, 눈 등에 의해 부상지붕이 영

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외부부상지붕탱크 상부에 고정

지붕을 추가로 설치한 것이 내부부상지붕탱크이다. 하

지만 부상지붕탱크의 건설에는 많은 비용이 필요하므

로 형 정유공장이나 저유소와 같이 탱크의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고정지붕탱크의 통기관에 통기밸

브(Breather valve)2)를 설치하여 과압이나 진공이 발생

할 경우에만 배기나 흡기하는 탱크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통기밸브는 일정압력(약 5 kPa)에서 개방

되어 탱크상부의 증기를 배출하고 일정진공압(약 -2.5 

kPa)에서 개방되어 외부의 공기를 흡입하는 일종의 압

력-진공 밸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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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October 2018, a large fire occurred after an explosion in an internal floating 
roof tank (IFRT) that stores gasoline by wind lantern in Goyang city, Gyeonggi-do. 
Although there was no casualty damage, the fire inside the tank lasted for 17 hours, and 
caused a great wave socially, and it was a chance to review the safety of the atmospheric 
storage tank. In this study, the necessity of installing a flame arrester at peripheral vents 
was examined through the calculation of the size of ventilation pipe and ventilation rate 
of internal floating roof tanks in terms of the function of the peripheral vent. Next, the 
necessity of the emergency shut-off valve linked with the high-level alarm to prevent the 
overflow of the atmospheric storage tank was confirmed by LOPA. Finally, safety 
measures to prevent overpressure, flame propagation and overflow which cause major 
accidents in atmospheric storage tank a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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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성 액체 저장탱크에서 발생하는 형사고는 크

게 2가지 원인에 의해서서 발생하고 있다. 첫 번째는 

저장탱크 내부에 화염이 전파되어 폭발이 발생한 후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이다. 두 번째는 저장탱크에 위

험물 충전 작업 중 월류(Overflow)되어 화재나 폭발로 

이어지는 경우이다. 이 외에도 하역 및 출하 과정에서 

통기량의 부족으로 탱크가 과압이나 진공에 의해 파손

되는 경우도 있다.

첫 번째 원인에 의한 사고의 표적인 예가 2018년 

10월에 발생한 풍등에 의한 가솔린 저장탱크 폭발 및 

화재 사고3)이다. 사고가 발생한 가솔린 저장탱크는 내

부부상지붕탱크로 고정지붕 하부와 부상지붕 상부 사

이의 공간에 폭발분위기가 형성된 상태에서 외부에서 

날아온 풍등에 의해 저장탱크 주변의 잔디에 화재가 

발생하여 탱크 가까이 확산된 후 고정지붕 바깥쪽에 

설치된 통기관(Peripheral vent) 즉, 원주방향 통기관을 

통해 화염이 전파되어 폭발 및 화재로 이어진 사고이

다. 사고조사 과정에서 원주방향 통기관의 기능과 화

염방지기 설치 여부에 한 논란이 되었다. 참고로 사

고 탱크에는 직경 500 mm의 원주방향 통기관 9개와 

직경 250 mm의 중앙통기관 1개가 설치되어 있었다. 

또한, 중앙통기관에는 화염방지기가 설치되어 있었으

며 원주방향 통기관에는 인화방지망이 설치되어 있었

다. 다만, 인화방지망은 일부 손상이 발생하여 화염방

지 기능이 상실되어 있었다. Fig. 1은 풍등에 의한 가솔

린 탱크 폭발 및 화재 사고 모습이다.

충전작업 중 overflow 사고의 표적인 사례가 2005

년 12월 영국 번스필드(Buncefield) 연료유 탱크의 폭발 

및 화재 사고4)이다. 이 사고로 20기 이상의 인화성 액

체 저장탱크가 폭발하였으며 화재는 4일간 지속되어 

탱크 22기가 소실되었으며 43명의 부상자와 상업 및 

주거시설에 1.7조원에 달하는 물적피해가 발생하였다. 

Fig. 1. Accident case in Goyang city.

사고는 유량계의 오지시로 정확한 충전 유량이 측정되

지 않아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다량의 가솔린이 저장

탱크를 월류(Overflow)하여 증기운을 형성한 상태에서 

점화되어 증기운 폭발이 발생한 후 화재로 이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고양 저유소 사고에서 논란이 

되었던 원주방향 통기관(Peripheral vent)의 화염방지기 

설치 필요성에 해 원주방향 통기관의 기능 관점에서 

내부부상지붕탱크 통기량과 통기관의 크기 계산을 통

해 검토하고자 한다. 두 번째로 상압저장탱크의 월류

(Overflow)를 방지하기 위한 고액위경보장치와 연동된 

긴급차단밸브의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해 방호계층분

석(LOPA)을 실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상압저장탱

크의 주요 사고의 원인이 되는 과압, 화염전파 및 월류

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 책을 제시하여 산업현장에서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통기량 계산, LOPA 등을 실시하기 위해 이번 사고와 

유사한 크기의 내부부상지붕탱크를 예시로 사용하였다. 

또한, 탱크 주변에 위험물이 누출될 경우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8,000 m3 크기의 방유제가 설치된 것으로 가정하

였다. 내부부상지붕탱크의 명세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Tank specification

Capacity
(m3)

Size
(mm)

Vent
(mm)

Design
pressure
(kPa‧G)

Design 
temperature

(℃)

7,000 ID 30,000
H 10,000

250 F.L. 60

탱크에서 저장하는 물질은 일반적으로 용제로 많이 

사용되는 톨루엔으로 가정하였다. 톨루엔의 물성5)은 

Table 2와 같다.

Table 2. Properties of toluene

Molecular
weight
(g/mol)

Flash
point
(℃)

Explosion
range
(%)

Boiling
point
(℃)

Specific
gravity

(-)

Vapor
pressure

(kPa@25℃)

92.14 4 1.2∼7.1 110.6 0.867 3.8

2. 원주방향 통기관의 화염방지기 필요성 검토

원주방향 통기관의 기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중앙 

통기관으로 충분히 배기 및 흡기가 가능한지 여부의 

검토가 우선 필요하다. 만약 중앙 통기관으로 배기 및 

흡기가 가능하다면 원주방향 통기관은 진공 또는 과압

을 방지하기 위한 통기관은 아니므로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반 로 중앙 통기관으로 흡⋅배기가 충분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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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면 원주방향 통기관은 필요하다. 또한, 고정지붕 

하부에 폭발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면 중앙통기관 뿐

만 아니라 원주방향 통기관에도 화염방지기를 설치하

여야 할 것이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압저장탱크에는 과압

이나 진공에 의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배기나 흡기

를 위한 통기관이 필요하다. 과압이나 진공의 주요 원

인은 로딩(하역)/언로딩(출하)에 의한 액체의 유입/배출

과 계절에 따른 온도변화, 외부화재 등이 있다. 외부화

재의 경우에는 통기관으로는 충분히 배출할 수 없으므

로 긴급통기설비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통기관과 

긴급통기설비의 크기를 계산하기 위해서 액체의 이동, 

온도변화에 따른 배기량 및 흡기량과 외부화재에 의한 

배기량을 계산하여야 한다6).

배기량은 로딩작업에 의한 배기량과 온도변화에 의

한 배기량을 계산한 후 합산하여 구할 수 있다. 로딩작

업 시 배기량은 다음 6)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여기서,

 : 로딩에 의한 배기량(m3/hr)

 : 최  인입량(m3/hr)

위의 식은 증기압이 5 kPa 이하인 경우에 사용하며 

증기압이 5 kPa보다 큰 경우에는 위에서 계산된 값의 

두 배를 사용한다. 온도변화에 의한 배기량은 다음 식6)

으로 계산할 수 있다.

 


여기서,

 : 온도변화에 의한 배기량(m3/hr)

 : Y(위도) 계수(-)

 : 탱크 부피(m3)

 : 보온계수(-), 보온하지 않은 경우 1

Y 계수는 위도에 따라 따라 결정되며 Table 3에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Table 3. Y factor for various latitudes

Latitude Y

≤ 42° 0.32

< 42°, > 58° 0.25

≥ 58° 0.2

흡기량은 언로딩 작업과 온도변화에 의한 흡기량을 

합산하여 계산된다. 먼저, 언로딩 작업에 따른 흡기량

은 다음 식6)을 이용하여 계산된다.

  

여기서,

 : 펌핑에 의한 흡기량(m3/hr)

 : 최  인입량(m3/hr)

온도변화에 따른 흡기량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6).

 


여기서,

 : 온도변화에 의한 흡기량(m3/hr)

   : C(위도⋅증기압⋅저장온도) 계수(-)

C 계수는 위도, 증기압 및 평균저장온도에 따라 결

정되며 Table 4에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Table 4. C factor

Latitude

C

Vapor pressure similar to 
hexane

Vapor pressure higher than 
hexane, or unknown

Average storage temperature(℃)

<25 ≥25 <25 ≥25

< 42 4 6.5 6.5 6.5

42~58 3 5 5 5

> 58 2.5 4 4 4

평균저장온도 25℃에서 7,000 m3의 톨루엔 탱크에 

한 배기량과 흡기량을 계산하면 각각 1,924 m3/hr과 

4,195 m3/hr이다.

탱크 주변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는 저장중인 톨

루엔의 증기압이 증가되어 많은 양이 증발되기 때문에 

로딩 및 온도 변화에 의한 배기량보다는 훨씬 많은 배

기량이 필요할 것이다. 외부화재 시의 배기량은 다음 

식6)에 의해 계산할 수 있다.

 
∙ 

 


여기서,

 : 외부화재에 의한 배기량(m3/hr)

 : 외부화재에 의한 인입 열(W)

 : 환경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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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발잠열(J/kg)

  : 배출증기의 온도(K)

M : 분자량(g/mol)

위의 식은 외부화재시 안전밸브의 배출용량을 구하

는 식과는 형태가 다르지만 증발잠열과 입열량이 필요

하고 입열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액체 접촉면적을 계

산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식이라고 볼 수 있다7). 

외부화재에 의한 인입 열은 Table 5를 통해 계산할 수 

있다. 수직탱크에 한 접촉면적()은 바닥부터 

9.14 m의 높이까지의 수직 동체의 면적과 같다. 

Table 5. Heat input()

Wet area()
(m2)

Design pressure
(kPa‧G)

Heat input( )
(W)

<18.6 ≤103.4 63,150

≥18.6 and <93 ≤103.4 224,200


≥93 and <260 ≤103.4 630,400


≥260 >7 and ≤103.4 43,200


≥260 ≤7 4,129,700

이를 통해 접촉면적 861 m2, 인입 열 4,129.7 kW를 

계산할 수 있으며 톨루엔의 증발잠열 412 kJ/kg을 이용

하여 외부화재 시 배기량 18,560 m3/hr을 구할 수 있다. 

외부화재 시 배기량이 로딩 및 온도변화에 의한 배기

량보다 훨씬 많음을 알 수 있다.

배기량으로부터 통기관과 긴급통기설비의 크기는 

다음 식6)을 통해 계산할 수 있다.





 

 




 




 

  




여기서,

 : 흡기량 또는 배기량(m3/hr)

 : 통기관의 면적(cm2)

 : 인입부의 압력(kPa)

 : 토출부의 압력(kPa)

 : 압축계수(-)

 : 비열계수(-)

위의 식은 누출속도가 음속미만인 경우의 가스상태 

누출의 누출률을 계산하는 식과 유사하나 단지 단위환

산에 따라 형태가 일부 다를 뿐이다8). 로딩작업에 의한 

배기량과 외부화재에 의한 긴급배기량으로부터 통기관

과 긴급통기설비의 크기를 계산한 결과, 직경이 각각 

100 mm와 338 mm이다. 참고로 흡기량으로부터 통기

관의 크기는 148 mm가 계산된다. 계산결과로부터 로딩 

또는 언로딩 작업 및 외부온도 변화에 의한 배기량과 

흡기량은 사고발생 설비에 설치된 직경 250 mm의 중

앙 통기관으로 충분히 배출하거나 흡입할 수 있다. 그

러므로 500 mm의 원주방향 통기관은 로딩작업 등 일

상적인 통기를 위한 설비는 아님을 알 수 있다. 내부부

상지붕탱크의 경우 고정지붕와 부상지붕 사이에 액상

의 유체를 저장하지 않은 빈 공간이므로 외부화재를 

비한 긴급통기설비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 다만, 부

상지붕 하부의 액체에 열전달되는 양을 고려하여 긴급

통기설비를 설치할 수도 있다. 또한 사고 탱크와 같이 

충분한 크기의 원주방향 통기관이 다수 설치된 경우에

는 설상 외부화재에 의한 긴급통기량의 배출이 필요하

다면 원주방향 통기관이 그 역할을 신할 수 있다. 위

의 톨루엔 탱크 긴급통기설비의 크기는 직경 338 mm

로 계산되어 하나의 원주방향 벤트의 크기가 500 mm

이므로 충분히 긴급통기량을 배출할 수 있다.

고정지붕과 부상지붕 사이에 폭발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는 경우는 부상지붕이 최하부에 도달한 후 액위

가 그 이하의 위치에 있을 때 충전작업을 진행하여 부

상지붕에 설치된 통기설비를 통해 하부의 유증기가 배

출되는 경우와 부상지붕과 동체의 실링 미흡으로 하부

로부터 유증기가 배출되는 경우가 있다.6) 하지만 통기

설비에 의한 누출량이 실링 미흡에 의한 누출량 보다 

크고 실링 미흡에 의한 누출량은 추정이 곤란하므로 

통기설비를 통한 누출량을 통해 폭발분위기 형성 가능

성에 해 검토하였다.

액위가 부상지붕 아래에 있는 상태에서 로딩작업을 

할 경우 고정지붕과 부상지붕 사이의 농도변화는 Fig.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고정지붕과 부상지붕 사이의 물질수지는 아래 식으

로 나타낼 수 있으며 시간에 따른 탱크 내부의 농도를 

Fig. 2. Model for vapor concentration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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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할 수 있다. 다만, 탱크 내부는 균일하게 혼합되고 

통기관을 통해 배출되는 증기의 농도는 탱크 내부의 

평균농도와 같다고 가정하였다.

    


    
 


 

 

여기서,

 : 통기관을 통한 배출량(m3/hr)

 : 탱크 내부의 평균 농도(-)

= 통기관을 통해 배출되는 증기 농도(-)

 : 부상지붕 상부로 인입되는 증기 농도(-)

= 부상지붕 하부의 증기 농도

 : 탱크 내부의 초기농도(-)

 : 고정지붕과 부상지붕 사이의 체적(m3)

 : 시간(hr)

계산 결과, 로딩작업 시 시간에 따른 고정지붕 하부

의 유증기 농도는 Fig. 3과 같다.

Fig. 3. Vapor concentration() under the fixed roof.

충전작업이 시작되면 65분 이내에 톨루엔의 폭발하

한(LEL)인 1.2%를 초과함을 알 수 있다. 계산을 위해 

부상지붕 하부로부터 고정지붕 하부로 배출되는 증기

량은 앞에서 계산된 1,924 m3/hr이며 동일한 양이 고정

지붕 통기관을 통해 배출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다

만 부상지붕 하부에서 배출되는 증기는 톨루엔의 증기

압(3.8 kPa@25℃) 기준으로 3.75%의 톨루엔 증기를 포

함하고 있으며 배출된 증기는 고정지붕 하부에서 완전 

혼합된 후 고정지붕 통기관을 통해 배출된다. 또한, 부

상지붕 상부의 초기 농도()는 0으로 하였다. 

부상지붕의 지지  높이가 2 m라고 가정하면 부상

지붕의 지지 가 탱크 바닥에 이르렀을 때의 부상지붕 

하부의 체적은 약 1,400 m3이며 부상지붕 상부의 체적

은 약 5,600 m3임을 알 수 있다. 이때 바닥으로부터 

1,000 m3/hr 충전량을 기준으로 부상지붕까지 충전되기 

위해서는 약 1.4시간(84분) 소요되므로 폭발분위기를 

형성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다.

원주방향 통기관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상지

붕의 지지 가 탱크 바닥에 있고 액위가 부상지붕 보다 

하부에 위치한 상태에서 충전작업이 진행되면 부상지

붕과 고정지붕 사이가 폭발분위기가 형성됨을 알 수 있

었다. 그러므로 부상지붕 상부에 폭발분위기 형성을 방

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환기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다

수의 원주방향 통기관을 설치하는 것이다. API(American 

Petroleum Insititute)9)에 의하면 고정지붕 중앙에는 최

소 30,000 mm2의(직경 200 mm) 중앙 통기관(Center 

circulation vent)이 설치되고 고정지붕 끝에는 최  10 m 

간격으로 원주방향 통기관(Peripheral circulation vent)을 

최소 4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원주방향 통

기관의 개구부 면적 총합은 최소 0.2 m2이며 탱크 직경 

1 m당 0.06 m2 이상이어야 한다. 저장탱크의 직경이 30 

m인 경우 원주방향 통기관의 면적은 1.8 m2에 이고 원

주의 길이는 94.2 m이므로 원주방향 통기관의 개수는 

최소 10개이고 1개 당 0.18 m2(직경 0.48 m)이다. 

결국 원주방향 통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고정

지붕 하부에 폭발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통

기관에 화염방지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충분한 크기와 개수로 원부방향 통기관

이 설치되어 있다면 화염방지기를 설치할 필요는 없다. 

다만 안전을 위해 원주방향 통기관에 화염방지기를 설

치할 수 있지만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을 제외하더라

도 50 kg 이상의 통기관을 고정지붕에 10개 이상 설치

하게 되면 화염방지기의 중량에 고정지붕이 견딜 수 

없을 것이다. 아울러, 화염방지기를 설치하게 되면 환

기가 불충분하게 되어 고정지붕 하부는 항상 폭발분위

기를 형성한 상태가 되므로 훨씬 위험한 조건에서 운

전하는 것이 될 것이다.

3. LOPA에 의한 긴급차단밸브의 필요성 검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상압저장

탱크는 반응기 등과 같은 특수화학설비가 아니므로 자

동경보장치와 긴급차단밸브를 설치할 의무는 없다. 하

지만 형사고의 부분은 Overflow 또는 배관 파열10)

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런 사고는 긴급차단밸브를 

설치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긴급차단밸브란 고

액위 등 비상사태시 원료나 제품의 투입이나 배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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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Tank capacity, dike diameter & pump capacity

T-1 T-2 T-3 T-4 T-5

Tank capacity(m3) 30 150 800 7000 40,000

Dike diameter(m) 7 14 40 100 250

Pump capacity(m3/hr) 5 20 100 1,000 3,000

긴급차단하는 밸브이다11). 일반적으로 상압저장탱크의 

충전작업 중 액위는 기본공정제어시스템(BPCS)을 통

해 조절되고 있다. Overflow 사고의 부분은 BPCS의 

고장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며 Overflow가 발생한 후 

상당기간 근로자가 인지하지 못하여 방유제를 넘쳐 피

해가 확산된 경우가 많다.

LOPA 기법은 Layer of Protection Analysis(Simplified 

Process Risk Assessment)12)을 참고하였으며 강도는 해

당 문헌에 따라 근로자의 피해를 포함하지 않는 인화

점과 방출량 및 액면화재에 의한 복사열 등 두 가지를 

활용하였다. 탱크의 규모에 따라 강도가 달라질 수 있

으므로 위의 탱크(T-4) 외에 산업현장에서 많이 사용되

는 여러 종류의 탱크를 상으로 강도를 비교하였다. 

비교 상 탱크 및 펌프의 용량은 Table 6과 같다.

Table 7은 인화점과 방출량에 따른 강도를 행렬

(Matrix)로 나타내고 있다. 고양시 사고와 유사한 크기

의 탱크(T-4)의 경우 충전펌프의 용량이 1,000 m3/hr이

므로 overflow 10분 후에 근로자의 누출방지 조치가 취

해질 수 있음을 가정하면 누출량은 약 145톤이므로 톨

루엔의 인화점 4℃를 고려하면 강도는 4임을 알 수 있

다. 참고로 정유공장, 형 석유화학공장 및 저유소의 

저장탱크를 제외한 소형저장탱크(T-1∼T-3) 강도는 각

각 1, 2, 3이다. 

Table 7. Severity for discharge rate & flash point

Discharge
rate

Flash point
< 1 ton < 10 ton < 100 ton < 1,000 ton

≥ 1,000 
ton

≤ -30℃ 3 4 4 5 5

≤ 0℃ 2 3 4 4 5

≤ 30℃ 1 2 3 4 4

≤ 60℃ 1 2 2 3 4

> 60℃ 1 1 2 2 3

인화성액체 누출의 경우 피해가 누출량보다는 화재

에 의한 복사열의 영향이 크므로 방유제 직경과 같은 

크기의 액면화재 발생을 가정하여 강도를 추정하였다. 

복사열의 크기는 PHAST를 활용하였으며 방유제로부

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저장탱크의 안전거리로 규정

한 20 m 이격된 지점을 기준으로 하였다. Table 8은 각 

Table 8. Radiation heat

구분 T-1 T-2 T-3 T-4 T-5

Radiation
heat(kw/m2)

6.5 9.9 12.8 20.0 20.0

저장탱크에 overflow 후 액면화재가 발생할 때으 복사

열을 나타내고 있다.

복사열에 의한 강도는 KOSHA guide13)의 복사열의 

영향에 따른 Table 9를 기준으로 T-4의 경우 강도 3임

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T-1∼T-3의 경우 강도는 각

각 2, 2, 3임을 알 수 있다. 

Table 9. Severity for radiation heat

Radiation
heat(kw/m2)

< 4 < 12.5 < 25 < 37.5 ≥ 37.5

Severity 1 2 3 4 5

Overflow에 의한 형사고의 빈도는 다음 식12)을 이

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 ⋯×

여기서,

 : 사고빈도(y-1)

 : 초기사건율(y-1)

 : 방호계층의 요구시 실패확률(y-1)

본 연구에서 월류(Overflow)에 의한 형사고가 발

생하는 시나리오는 “충전작업 중 형 저장탱크의 액

위를 조절하는 BPCS의 고장이 발생하였으나 노동자가 

10분간 인지하지 못하여 월류가 발생한 경우”이다. 

CCPS12)에 따르면 초기사건인 BPCS(액위 제어)의 고장

확률은 연간 10-1회이며 방호계층인 근로자의 실수와 

방유제의 넘침 확률은 각각 10-1/y과 10-2/y이다. 이를 

통해 Overflow가 발생할 확률은 10-2/y이며 overflow 후 

Table 10. Risk matrix

Severity
Frequency

1 2 3 4 5

≥ 10-1/y 2 3 4 5 5

≥ 10-2/y 2 3 4 4 5

≥ 10-3/y 1 2 3 4 4

≥ 10-4/y 1 1 2 3 4

＜ 10-4/y 1 1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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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유제를 넘칠 확률은 10-4/y이다. 사고 빈도와 강도를 

통한 위험성은 다음 Table 10으로 나타낼 수 있다.

KOSHA guide14)에 따라 위험성을 무시할 수 있는 위

험(1), 경미한 위험(2), 상당한 위험(3), 중 한 위험(4) 

및 허용불가 위험(5)으로 구분할 수 있다. 누출량을 기

준으로 T-3에서 T-5의 탱크는 Overflow에 해 위험성

이 4이상이므로 위험성을 낮추어야만 한다. 하지만 탱

크 용량이 크고 인화점이 낮은 위험물을 저장할 경우

에는 피해크기가 매우 클 수 있어 위험성을 2이하로 

낮추는 데는 한계가 있다. 탱크에서 Overflow된 후 방

유제를 넘칠 확률을 적용할 경우에는 사고 빈도에 

10-2/y를 추가로 적용하여 위험성은 3이다. 실제 형 

저장탱크에서 overflow 후 방유제를 넘쳐 증기운 폭발

이 발생한 사고는 앞선 사고사례와 같이 전 세계적으

로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반 로 T-1과 T-2와 같

은 소형 저장탱크의 overflow에 의한 위험성은 3이하이

며 방유제를 넘치는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위험성이 2 

이하가 되므로 경미한 위험으로 교육, 절차 등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면 된다. 사고 강도에 화재를 적용할 경

우 위험성은 T-4은 4이지만 T-1과 T-2는 3이 됨을 알 

수 있다. 위험성이 4인 경우에는 긴급 임시안전 책을 

세훈 후 작업을 하되 계획된 정비기간에 안전 책을 

세워야 한다. 반면, 위험성이 3인 경우에는 계획된 정

비기간에 안전 책을 세워야 한다.

일반적인 상압저장탱크 설치형태를 보면 고액위경

보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사고 빈도가 더 낮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LOPA에서는 방호장치의 독립성을 

고려하므로 초기사건인 BPCS가 고장이 발생하면 고액

위경보장치도 함께 고장이 발생하므로 독립방호장치

로 고려하지 않는다12). 독립방호계층은 사고 시나리오

를 예방할 수 있는 장치, 시스템 또는 조치이다. 모든 

독립방호계층은 안전장치(Safety guard)이지만 모든 안

전장치가 독립방호계층은 아니다15). 공정설계, BPCS, 

경보장치, 인터록, 물리적 방호장치, 누출 후 보호장치, 

공장 내 비상 응, 외부 비상 응 등이 독립방호계층

이 될 수 있다15). 그러므로 별도의 액위경보장치를 설

치하고 이와 연동된 긴급차단밸브를 설치하여야 위험

성이 낮아진다. 이때 긴급차단밸브의 조절을 기존의 

분산제어시스템(DCS)에서 수행한다면 독립방호계층으

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논리제어기(Logic solver)

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일반적으로 DCS와 별

도로 PLC를 설치하여 위험성을 줄이고 있다. 긴급차단

밸브의 요구시 실패확률(PFD)은 10-2/yr이므로 사고발

생 빈도는 10-4/yr 또는 10-6/yr까지 낮출 수 있으므로 위

험성은 2이하가 되어 경미한 위험이 될 수 있다12).

4. 결 론 

인화성액체를 저장하는 상압저장탱크에는 형사고

의 원인이 되는 몇 가지 위험성이 있다. 첫 번째는 고

양시 사고와 같은 화염전파에 의한 탱크폭발이 있으며 

두 번째로 번스필드 사고와 같은 overflow에 의한 증기

운 폭발이다. 마지막으로 로딩이나 언로딩 작업 중 과

압이나 진공에 의한 탱크 파손이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고양 저유소 사고에서 논란이 

되었던 내부부상지붕탱크의 원주방향 통기관에 화염

방지기 설치 필요성에 해 원주방향 통기관의 기능 

관점에서 통기량과 통기관의 크기의 추정을 통해 검토

하였다. 내부부상지붕탱크의 로딩/언로딩 작업에 의한 

통기량은 고정지붕의 중앙 통기관이 충분히 배기나 흡

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고정지붕의 원주방향 통기관

은 부상지붕의 통기설비나 실링 미흡으로 배출된 유증

기가 폭발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환기를 

통해 방지하기 위해 설치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내부부상지붕탱크의 통기관에는 화염방지기를 설치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화염방지기를 설치하면 환기에 

방해가 될 것이다. 다만, 폭발사고가 발생한 이상 화염

방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면 원주방향 통기관을 제거

하고 고정지붕 하부에 질소퍼지시스템을 설치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형 상압저장탱크에 해 방호계층분석

을 실시한 결과 충전작업 중 Overflow는 위험성이 중

한 위험(4)에 해당하므로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고액위경보장치와 연동된 긴급차단밸브를 설치하여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소형저장탱크의 경우 사고시 

강도가 낮아 긴급차단밸브를 설치하지 않아도 위험성

이 낮음(2)이므로 절차나 교육을 통해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상압저장탱크의 주요 사고의 원인이 되

는 과압/진공에 의한 탱크 파손, 화염전파에 의한 탱크 

폭발 및 overflow에 의한 증기운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몇 가지 안전 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상압

저장탱크에는 충분한 크기의 통기관을 설치하여야 하

고, 긴급통기설비와 약한 지붕(Frangible roof)7)을 설치

하여 화재시 충분한 양의 유증기를 배출하고 내부폭발 

시 지붕이 분리되어 탱크 동체를 보호하도록 하거나 

또는 긴급통기설비(Emergency vent)를 설치하여 탱크

를 보호하여야 한다. 두 번째로 외부의 화염이 탱크 내

부로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통기관에 화염방지

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화염이 배관을 통해 전파

되어 폭굉으로 전이될 수 있는 경우에는 폭굉방지기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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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Flow diagram for the modified atmospheric tank.

를 설치하여야 한다. 하지만 탱크 내부에 폭발분위기 

형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질소퍼지 시스템을 

추가로 구축하는 것이 화염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가장 

좋은 책이다. 마지막으로 충전작업 시 Overflow를 방

지하기 위해 용량 탱크의 경우 액위조절 밸브 외에 

고액위 및 저액위와 연동된 긴급차단밸브를 설치하여

야 한다. 특히, 내부부상지붕탱크(IFRT)에서는 부상지

붕의 지지 가 탱크 바닥면에 닿기 전에 경보장치가 

작동(LAL)되도록 하고 초저액위(LALL) 시에는 이송펌

프가 가동정지되도록 인터록을 설치하여야 하고 안전

운전절차서에 이 내용을 포함한 후 운전원에 한 교

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아무리 안전하게 설치

되어도 근로자 실수, 유지관리 미흡 등으로 Overflow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탱크 용량 이상의 방유제를 설치

하여야 한다. 방유제의 배수밸브는 우수 등을 배출하

는 경우에만 개방되도록 관리(CSC형)되어야 하며 관통

배관에는 슬리브 배관을 묻어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관통배관과 슬리브배관 사이의 충전물은 부등침하나 

진동 등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으며 화재에 견딜 수 있

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17). Fig. 4는 세 가지 안전

책을 나타내는 그림이다.

형 상압저장탱크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특수화학

설비는 아니지만 사고발생 시 초 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위의 책을 철저히 준수하여 사고를 예방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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