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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항만 옥외저장소는 포장위험물의 수출입을 위해 컨테이너 터미널 특정 공간에 마련된 장소로, 옥외저장소 간 보유공지

기준을 완화하여 사고발생 시 피해확대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탱크 컨테이너로부터 인화성 액체 누출로 인한 액

면화재를 모사함으로써 복사열에 대한 피해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임계손상기준에 따른 복사열 도달거리가 현행 보유

공지 기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인접 컨테이너가 early pool fire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단시간 내 구조적 손상 가능

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는 컨테이너 터미널에서의 적절한 옥외저장소 간 보유공지 기준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용어 컨테이너 터미널, 옥외저장소, 보유공지, 액면화재, 복사열

ABSTRACT Domestic harbor yard storage facilities are a place specifically located in a container terminal for import and export

of packaged dangerous goods, and due to the recent relaxed criteria for the secured open area, concerns for the extended damage

upon accidents are increasing. In this study, the impact of damages by radiant heat was analyzed through a simulation of

a pool fire caused by the leakage of flammable liquids from a tank container. As a result, it was analyzed that the distance of radi-

ant heat according to threshold damage levels was beyond the current criteria of the secured open area, and the structural

damage of adjacent containers could happen within a very short time if they were exposed to the early pool fire continuously. It is

considered that this study will be helpful in preparing the proper criteria for the secured open area between yard storage

facilities in a container terminal.

KEYWORDS Container terminal, Yard storage facility, Secured open area, Pool fire, Radiant heat

1. 서 론

우리나라는 한반도의 남쪽에 위치한 분단국가로서 지리

적·정치적 특수성으로 인해 전체 수출입 화물의 99.7%가

해상을 통해 운송되고 있다[1]. 항만은 해상운송의 일련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장소로 국제 물류규모가 확

대되면서 대형화 및 다각화되었으며, 항만을 중심으로 형

성된 도시는 항만의 발달과 함께 그 기능이 확대되어 왔다[2].

우리나라는 2010년 5월 ‘항만친수시설 조성 및 관리 지침’

을 마련하였고, 수변공간 및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을 수

립하는 등 항만의 지역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도 중시하고

있다[3]. 항만 내 친수공간의 조성 및 석유화학산업의 발전

으로 인한 위험물 수출입량 증가는 사고발생 빈도와 피해

영향범위에 따라 위험도(risk)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

용하고 있다.

1917년 Mont Blanc호 폭발(2,000명 사망) 및 1947년

Grandcamp호 폭발(600명 사망) 등의 사고사례는 항만 내

위험물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으며[4],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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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2일 중국 텐진항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를 계기

로 컨테이너 터미널 포장위험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큰 관

심사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텐진항 폭발사고는 컨테이

너 터미널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1차 및 2차 폭발로 이어진

사고로써 200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고, 시안화나

트륨(NaCN) 등의 독성물질이 유출되는 등 천문학적인 인

적, 물적 및 환경적 손실이 발생하였다. 텐진항 폭발사고

이후 우리나라는 국민안전처, 환경부 및 해양수산부 등 관

계부처에 의해 실시된 항만 내 위험물 취급에 대한 긴급 점

검에서 국제기준과 상이한 위험물 분류기준 및 포장위험

물 통합적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5].

국내 항만의 컨테이너 터미널은 수출입 포장위험물을

임시보관하기 위해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옥외저

장소 규정을 따르고 있다. 이로 인해 항만 옥외저장소에는

제1류~제6류 위험물만을 보관할 수 있어 국제해상위험물

규칙(IMDG Code)에 따라 반입된 위험물(Class 1~Class 9)을 재

분류해야 하는 등 적절한 관리기준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존

재하고 있다[5,6]. 또한 물리화학적 특성이 다양한 포장위

험물을 특정 장소에 함께 보관할 경우 화재 등 사고발생 시

피해 확대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어난 물류량을 감당하

기 위해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보유공지 기준을 완화하는 등 옥

외저장소 간 사고 확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6].

인화성 액체는 해상운송에 종사하는 운송주선인을 대상

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취급 빈도가 가장 높은 위험물

류(類)로 분석되었다[7]. Hamidou et al.(2014)의 연구에서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인화성 액체를 수용한 컨테이너의

인접 공간에 화약류(Class 1) 포장위험물을 보관하는 경우

고정된 격리 거리를 정하고 있지 않으며, 폭발물의 순중량을

고려하여 이격거리를 정하고 있다. 가스류 및 방사성 물질은

각각 30 m, 7 m 격리하도록 하고 있어, 국내의 현행 규정과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8].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컨테이너 터미널 옥외저장소에서의 인화성 액체 누

출로 인한 액면화재 피해영향 및 인접 컨테이너에 대한 취

약성을 평가함으로써 현행 보유공지 기준의 적절성을 고

찰하고자 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국내 항만의 위험물 운송 현황

전국 항만 중 주요 국가관리무역항의 2015년 처리실적은

Table 1과 같이 부산항 3억 5,917만 톤(25.4%), 광양항 2억

6,823만 톤(19.0%), 울산항 1억 9,078만 톤(13.5%) 그리고

인천항 1억 5,744만 톤(11.2%) 순으로, 우리나라 수출입 화

물의 69.1%를 처리하였다. 위험물(산적고체위험물 제외)

해상운송량은 인천항이 4,339만 톤(27.4%)으로 가장 많았으

며, 특히 포장위험물 처리량이 1,529만 톤을 기록하여 수출입

포장위험물의 56.2%가 인천항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항은 화학제품류의 수출입량이 2015년에 급격히 증가하였고,

광양항, 울산항 및 대산항은 비교적 유류의 수출입이 많았다[9].

2.2 국내 항만의 포장위험물 관리법규

항만 옥외저장소는 다양한 특성을 지닌 포장위험물이

일정기간 동안 대량으로 보관되는 장소로 품명별 보관 원

칙을 완화하여 위험물의 유별 보관을 허용하고 있으며, 제

1류 위험물(산화성 고체)과 제6류 위험물(산화성 액체)의 경우

에는 같은 장소에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10].

우리나라의「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옥

외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서는 화재 등으로

인한 옥외저장소 간 피해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지정수량의

배수 따라 일정 너비 이상의 공지를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항만의 옥외저장소도 동일한 기준에 따라 포장위험

물을 관리하였으나, 컨테이너 화물의 해상운송량이 증가

하면서 공지의 확보가 어렵게 되자 편법에 의한 포장위험물

적치 등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09년 3월 17일 동

별표에 ‘수출입 하역장소의 옥외저장소의 특례’ 규정을 신

설하였다. 특례법의 시행으로 항만 옥외저장소는 현행 규

정보다 크게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게 되어 부지확보 해소로

인한 물류비용 절감 및 법규준수 유도 등 긍정적인 기대효

과를 창출하였지만, 동시에 화재 등 사고발생 시 피해가 확

대될 수 있는 위험도 가중되게 되었다. 옥외저장소 간 위험

물 유별 순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격리규정(지정수량의

200배 초과)을 Fig. 1에 나타내었다[6,11].

항만 옥외저장소에 포장위험물을 보관하는 경우 바닥

면적이 13 m2 이상인 컨테이너 및 상자틀에 고정된 탱크

컨테이너에 한하여 겹침 적재를 허용하고 있다. 20 ft 표준

컨테이너의 바닥 면적이 약 15 m2 이므로 컨테이너 규격이

20 ft 이상일 경우 겹침 적재가 가능하다. Fig. 2에 나타낸 것과

같이 해당 포장위험물은 4단까지 적재할 수 있지만, 가장자

리의 경우 3단까지 적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0].

2.3 화재역학 이론

2.3.1 복사가열로 인한 물체의 온도상승

화재가 발생할 경우 복사 및 대류 현상으로 물체에 열이

전달되며, 물체 내부는 과도전도(transient conduction)에 의해

가열된다. 이때 물체의 열전도 특성은 열전달의 주방향에

대한 물리적 치수와 재질의 열적 특성에 따라 식 (1)에 제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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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트 수(Bi)를 산정함으로써 예측할 수 있다[12]. 비오트

수가 0.1 미만일 경우 열적 두께가 얇은 재료로 판정할 수

있으며, 표면과 내부의 온도 구배를 무시할 수 있어 전체를

동일한 온도로 간주할 수 있다[12,13].

(1)

h: Convective heat transfer coefficient [kW/m2·K]

b: Smallest physical dimension of the body [m]

k: Thermal conductivity of the material [kW/m·K]

Bi
hb

k
------=

1)Dangerous goods specified as container freight in the carry-in report.
2)Crude oil, petroleum and refined petroleum products.
3)Petroleum gas and other gases (17), 290321 (Halogenated derivatives of hydrocarbons), 2814(anhydrous ammonia or ammonium hydroxide).
4)290321 and 2814 excluded from the chemical products.

Table 1. Record of handling oils and dangerous goods at the major ports in Korea (units: 1,000 tons)

Port Year Total freight
Packaged 

dangerous goods1)
Dangerous liquid substances carried in bulk

Oils2)

Subtotal Gases3) Chemical products4)

Busan*

2012 312,041 14,646 365 272 93 8,141 

2013 324,858 16,744 436 374 62 6,872 

2014 346,640 8,447 381 303 78 6,826 

2015 359,174 8,790 22,581 110 22,471 7,522 

Incheon*

2012 143,939 263 29,588 29,033 555 20,430 

2013 146,106 15,668 32,114 31,751 363 18,828 

2014 150,084 10,620 28,794 27,695 1,099 19,908 

2015 157,439 15,287 28,106 25,183 2,923 24,645 

Pyeongtaek

-Dangjin*

2012 100,712 39 30,475 28,453 2,022 2,804 

2013 109,251 76 31,841 31,513 328 3,746 

2014 117,013 105 28,458 28,220 238 3,870 

2015 112,149 40 25,084 24,487 597 4,325 

Gwangyang*

2012 237,342 2,275 12,483 7,132 5,351 94,872 

2013 239,546 1,807 12,365 7,233 5,132 97,595 

2014 253,256 2,454 12,413 7,553 4,860 98,339 

2015 268,227 2,592 15,597 7,423 8,174 108,569 

Ulsan

2012 196,972 207 22,859 4,534 18,325 133,724 

2013 191,031 384 22,900 5,230 17,670 120,408 

2014 191,720 462 19,534 3,798 15,736 130,954 

2015 190,781 442 23,093 5,060 18,033 128,356 

Daesan

2012 70,122 10 7,427 1,271 6,156 47,696

2013 68,979 17 8,914 1,030 7,884 45,160

2014 72,900 9 10,235 1,169 9,066 48,597

2015 78,512 5 9,845 1,770 8,075 53,401

Others

2012 242,425 28 488 214 274 12,242

2013 239,935 126 355 194 161 7,474

2014 247,052 1,047 3,217 3,062 155 7,271

2015 245,315 48 6,998 6,135 863 7,591

*The Class 2 port hinterland

Fig. 1. Criteria for the distance between yard storage facilities in the port

Fig. 2. Regulations for stacking of packaged dangerous g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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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판의 한 면에서만 복사가열 및 대류열손실이 발생할

경우 평판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온도(T
max

) 및 관심온도 도

달시간(tc)은 각각 식 (2)와 식 (3)을 통해 산정된다[13].

(2)

(3)

ε: Emissivity of the material

: Incident radiative heat flux [kW/m2]

T
∞
: Initial ambient temperature [K]

c: Specific heat of the material [kJ/kg·K]

ρ: Density of the material [kg/m3]

V: Volume of the material [m3]

A: Heat transfer area [m2]

Tc: Temperature of concern [K]

2.3.2 취약성 평가기준

화재로 인해 설비와 사람이 복사열에 노출될 경우 그 피

해수준은 Table 2에 제시된 기준에 따라 1차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임계손상기준을 이용한 취약성 평가는 시간관계를

적절히 설명하지 못하지만, 시간은 불확실한 변수이므로

다수의 위험성 평가 프로젝트는 포괄적인 임계손상기준을

채택하고 있다[12].

3. 사고시나리오

3.1 대상 항만 및 위험물 선정

대상 지역은 전국 항만 중 포장위험물 처리량이 가장 많은

인천항(인천신항)으로 선정하였다. 인천항은 전국의 국가

및 일반 산업단지 81,884개의 입주업체(2016년 3월 기준)

중 57.8%(47,343개社)가 위치해 있는 수도권 산업단지와

가장 인접한 항만으로 중국과의 교역에 있어서도 유리한

지정학적 이점을 갖추고 있다[14]. 대상 컨테이너 터미널

옥외저장소의 위험물 허가수량 및 취급현황(2016년 8월

24일~2016년 9월 5일 조사)을 Table 3에 나타내었다.

벤젠은 인천해역에서 운송량이 많은 위험물로 제시되어

있으며[15], 해상운송 사고 시 위험성이 높은 20가지 화학

물질 중 하나로 IMO list에 포함되어 있다[16]. 국내「화학

물질관리법」에서는 유독물질 및 사고대비물질(벤젠 및 이

를 85% 이상 함유한 혼합물)로 관리하고 있고[17],「해양

환경관리법」은 국민안전처 고시를 통해 국가긴급방제계

획 대상물질로 지정하는 등 벤젠은 여러 법규 및 하위고시

에 의해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18]. 따라서 벤젠을 대상

위험물로 선정하여 누출 시 액면화제에 대한 피해영향을

예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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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amage caused at different incident levels of thermal radiation

Incident flux

(kW/m2)

Type of damage caused

Damage to equipment Exposure to people

37.5 Damage to process equipment
100% lethality in 1 min 

1% lethality in 10 sec

25.0
Minimum energy to ignite wood at indefinitely long 

exposure without a flame

100% lethality in 1 min 

Significant injury in 10 sec

12.5
Minimum energy to ignite wood with a flame; 

melts plastic tubing

1% lethality in 1 min 

First-degree burns in 10 sec

4.0 -
Causes pain if duration is longer than 20 sec, 

but blistering is unlikely

1.6 - Causes no discomfort for long exposure

Table 3. Status of allowable quantity and handling of dangerous goods in a yard storage facility

Port Place of installation
Purpose Status of dangerous goods

TEU5) Year of installation
Export Import Category Allowable quantity

Incheon
Incheonsinhang-

daero 707

○ ○
1 2,550 ton

4 2015
6 2,470 ton

○ ○ 2 1,710 ton 4 2015

○ ○ 3 1,280 ton 4 2015

○ ○
2 300 ton

4 2015
4 7,000 m3

○ ○ 5 3,531 ton 4 2015

5)Twenty-foot Equivalent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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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대상 설비 및 충전량 산정

액체화물 운송을 위해 설계된 탱크 컨테이너를 대상 설

비로 선정하였다. 탱크 컨테이너의 용량은 파열 등 사고발

생 시 인화성 액체의 누출시간 및 풀의 크기 등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이므로, 최대 설계 용량에 가까운 25,000 L로

설정하여 벤젠의 최대 충전량을 산정하였다. 탱크 컨테이

너가 칸막이(partition) 또는 요동 방지판(surge plate)에 의

해 분할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단일 용기에 대한 벤젠의 최대

충전량은 이동식탱크 특별규정 ‘TP1’에 따라 식 (4)를 이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운송 중 액체의 최고평균온도(tr)는 IMDG

Code 규정에 의해 50 oC로 설정하였으며, 2015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인천지역(관측지점 112)의 계절별 평균기

온을 고려하여 산정한 충전율을 Table 4에 나타내었다[19].

이때 벤젠의 어는점은 5 oC로 평균기온이 0.4 oC인 겨울철

에는 탱크 컨테이너 운송이 제한되므로 해당 계절을 제외

하고 봄(3월~5월), 여름(6월~8월) 및 가을(9월~11월)에 대

한 벤젠의 최대 충전량을 산정하였다.

계절별 충전율을 적용한 벤젠의 최대 충전량은 기온에

따라 여름이 20,724 kg(충전율 94.8%)으로 가장 많았고, 봄이

20,474 kg(충전율 92.3%)으로 가장 적었다. 연간 평균적인

벤젠의 최대 충전량은 20,593 kg으로 산정되었으며, 이를

탱크 컨테이너 용량으로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Degree of filling = (4)

(5)

tr: Maximum mean bulk temperature during transport [oC]

tf: Mean temperature of the liquid during filling [oC]

α: Mean coefficient of cubical expansion of the liquid between

tr and tf

dAir Temp.
: Density of the liquid at air temperature [kg/m3]

d
50

: Density of the liquid at 50 oC [kg/m3]

3.3 사고시나리오 선정

해사안전위원회(MSC)는 IMDG Code 37차 개정을 통해

컨테이너의 제조일자 등을 기록한 안전승인판(Safety Approval

Plate) 부착과 보수 및 점검에 대한 의무규정을 명시하였다

[19]. 탱크 컨테이너는 5년 주기로 수압시험을 포함하는 정

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기검사 사이에는 2.5년마다(중간

검사) 이동식탱크의 내·외부 및 부속품에 대한 점검이 이

루어져야 한다. 또한 특정 물질의 운송을 위한 세부적인 이

동식탱크지침을 규정하고 있어, 용기 자체의 문제로 인한

유출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19].

항만 컨테이너 터미널은 지속적인 하역작업으로 인해

차량 이동이 많아 운전자의 인적오류(human error)에 의한

사고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미국 화학공정안전센

터(Center for Chemical Process Safety, CCPS)의 방호계층

분석(Layer Of Protection Analysis, LOPA)에 대한 개시사건

통계자료에 따르면 차량 등 외부 충격에 의한 사고발생 빈

도는 ‘1.0E-02’로 배관파열(1.0E-05) 등 다른 개시사건에

비해 비교적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어, 운전자의 특별한 주

의가 요구된다[20]. 본 연구에서는 항만 옥외저장소에 보

관되어 있는 탱크 컨테이너의 하역작업을 위해 리치스택

커(reach stacker) 차량을 이용하여 작업하던 중 운전자의

인적오류로 이송 용기 하부에 Leak가 발생된 상황을 가정하

였다. 벤젠 누출로 인한 피해영향은 피해예측모델링 상용프로

그램인 PHAST(Process Hazard Analysis Software Tools,

Ver. 7.11)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3.1 누출조건

누출원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0.2 m 높이로 설정하였

으며, 누출물질 온도는 사고시나리오별 기상조건의 기온을

적용하였다[21]. 누출공 크기는 누출속도에 관계되어 피해

규모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이므로 위험기반검사 기준

(API 581)에 따라 다소 엄격한 기준이라고 판단되는 중형

및 대형의 누출공 범위인 50 mm로 설정하였다[22]. 대상 설비

의 압력은 벤젠의 증기압을 고려하여 101.97 kgf/m2 (gauge)로

설정하였다.

3.3.2 사고시나리오별 기상조건

최악의 사고시나리오의 경우 ‘최악 및 대안의 누출 시나

리오 선정에 관한 기술지침’에 따라 기온과 상대습도는

최근 3년(2013.3~2016.2) 동안의 일 최고기온(2014년 8월 2일

관측) 및 평균습도를 적용하였고, 풍속과 대기안정도는 1.5

m/sec 및 안정한 대기조건을 나타내는 F 등급을 사용하였

다[21]. 대안의 사고시나리오는 1년(2015.3~2016.2) 동안의

평균 기온, 풍속 및 습도를 적용하였고, 대기안정도는 기술

지침에 따라 중립의 대기조건인 D 등급을 사용하였다[21].

인천지역의 연간 주풍향은 북북동(NNE)풍으로 관측되었

97

1 α tr tf–( )+
---------------------------

α
dAir Temp. d

50
–

35d
50

-------------------------------=

Table 4. Seasonal degree of filling of benzene

Classification Spring Summer Autumn

Air temp. (oC) 11.6 24.1 16.0

dAir Temp.
 (g/cm3) 0.8871 0.8746 0.8828

d50 (g/cm3) 0.8478 0.8478 0.8478

α 1.32E-03 9.03E-04 1.18E-03

Degree of filling 92.32% 94.78% 9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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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최악 및 대안의 사고시나리오에 대한 기상조건을

Table 5에 정리하였다.

3.3.3 기타조건

지표면 굴곡상태는 컨테이너 터미널의 장소 특성을 고

려하여 ‘25 cm - High crops; scattered large obstacles’를 적

용하였으며, 수평방향(horizontal) 유출로 설정하였다. 또한

항만 옥외저장소는 수시로 포장위험물의 출입이 이루어지

는 넓은 장소이므로, 유출사고 발생 시 위험물의 확대를 방

지하기 위한 ‘Bund'는 없다고 설정하였다.

4. 피해영향 평가

4.1 액면화재 모사 결과

4.1.1 Early pool fire

저장된 벤젠이 유출과 동시에 점화되는 early pool fire에

대한 화재 모사 결과를 Table 6에 나타내었다. 최악 및 대안

의 사고시나리오의 경우 목재 및 플라스틱 튜브에 착화를

유도하는 12.5 kW/m2 강도의 복사열이 각각 17 m와 22 m

까지 도달하였다. 또한 장치 및 설비 손상에 대한 임계손상

기준인 37.5 kW/m2의 영향거리도 약 8 m 도달되는 것으로

모사되어 항만 옥외저장소의 보유공지 기준인 5 m를 초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arly pool fire의 경우 유출속도(spill rate)와 연소속도

(burn rate)가 동일함을 가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액면화

재로 인한 복사열 지속시간은 약 47 분으로 산정되었다. 화

재 모사를 통해 나타난 피해영향범위와 지속시간은 같은

공간 및 인접 공간의 컨테이너들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것

으로 판단된다. 

Fig.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early pool fire에 의한 최고 수

준의 복사열 강도는 50 kW/m2를 초과하고 있으며, 약 7 m

까지 같은 강도의 복사열로 영향을 미치다가 이후 거리에

따라 2차 곡선의 형태로 복사열 강도가 감소되었다. 이와

같이 높은 강도의 복사열에 노출될 경우 단시간 내 인접 컨

테이너의 손상 및 화재 확대의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사고

피해 영향평가 및 안전성 확보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4.1.2 Late pool fire

탱크 컨테이너로부터 누출 완료 후 점화가 일어나는 late

pool fire의 경우 넓은 면적에 걸쳐 풀이 형성되기 때문에

최악 및 대안의 사고시나리오에서 12.5 kW/m2의 복사열이

각각 29 m, 34 m까지 도달하였다. 누출이 완료된 직후 풀

깊이는 약 5 mm로 산정되었으나, Gottuk et al. (2001) 등 여

Table 5. Weather conditions for the worst-case and alternative

accident scenarios 

Classification Worst Alternative 

Air temperature (oC) 35.3 13.0

Wind speed (m/sec) 1.5 3.2

Relative humidity (%) 78 77

Wind rose NNE NNE

Atmospheric stability* F D

*A: Strongly unstable, B: Moderately unstable, C: Slightly unstable,

D: Neutral, E: Slightly stable, F: Moderately stable

Table 6. Early pool fire simulation of the worst-case and alternative accident scenarios 

Classification
Early pool fire

Worst case scenario Alternative case scenario

Pool Diameter [m] 10.41 11.05

Flame Length [m] 21.77 20.43

Flame Angle [deg] 28.31 42.88

Flame Emissive Power [kW/m2] 54.40 51.83

Burn Rate [kg/sec] 7.08 7.33

Spill Mass [kg] 20,304.84 20,488.33

Spill Duration [sec] 2,868.79 (≒48 min) 2,794.88 (≒47 min)

Incident 

Radiation Level

12.5 kW/m2

Effect Distance[m] 16.67 21.74

Downwind[m] 11.15 13.36

Crosswind[m] 10.46 12.34

25.0 kW/m2

Effect Distance[m] 9.14 10.79

Downwind[m] 6.86 7.85

Crosswind[m] 6.16 7.17

37.5 kW/m2

Effect Distance[m] 7.82 8.15

Downwind[m] 6.20 6.53

Crosswind[m] 6.20 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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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Radiant heat intensity of early pool fire by distance

Table 7. Late pool fire simulation of the worst-case and alternative accident scenarios

Classification
Late pool fire

Worst case scenario Alternative case scenario

Pool Diameter [m] 53.44 60.33

Pool Depth [mm] 5.05 5.01

Flame Length [m] 67.86 66.44

Flame Angle [deg] 18.95 32.01

Flame Emissive Power [kW/m2] 20.20 20.09

Burn Rate [kg/sec] 186.54 218.33

Mass Left [kg] 9,780.51 12,695.93

Fire Duration Less than 1 minutes Less than 1 minutes

Incident 

Radiation Level

12.5 kW/m2

Effect Distance [m] 29.33 33.77

Downwind [m] 27.72 31.66

Crosswind [m] 27.72 31.16

25.0 kW/m2

Effect Distance [m] n/a n/a

Downwind [m] Not Reached Not Reached

Crosswind [m] Not Reached Not Reached

37.5 kW/m2

Effect Distance [m] n/a n/a

Downwind [m] Not Reached Not Reached

Crosswind [m] Not Reached Not Reached

Fig. 4. Radiant heat intensity of late pool fire by d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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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실험적 결과로부터 최대 풀 깊이는 4 mm일 것으로 추

정되며, 화재 지속시간은 점화 후 연소면적의 증가로 인한

풀 깊이 감소로 인해 1분미만일 것으로 판단된다[12].

또한 복사 열선속(heat flux)의 최대값이 20 kW/m2 수준

으로 early pool fire에 비해 낮게 모사되었는데, 이는 식 (6)에

나타낸 Shokri 및 Beyler (1989) 등의 화염방사도(flame emissive

power) 산정식을 통해 모사 결과치를 설명할 수 있다. 풀의 직

경이 증가할수록 불완전 연소로 화염의 바깥쪽으로부터 흑

연(black smoke) 발생이 많아지며, 이로 인해 열복사량의

일부가 차단되어 평균방사도가 감소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

한 벤젠과 같은 방향족 탄화수소의 경우 분자 내 탄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연기생성비율(smoke yield)이 높아

비교적 열선속이 낮게 모사된 것으로 추정된다[12].

(6)

E: Emissive power of the pool fire flame [kW/m2]

D: Diameter of the pool fire [m]

4.2 인접 컨테이너의 온도상승

4.2.1 관심 복사열 선정

액면화재로 인한 인접 포장위험물의 피해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무한정 노출되어도 임계온도(critical temperature)에

도달하지 않는 복사열 크기를 관심 복사열로 선정하여, 그

이상의 복사열 강도 및 노출시간에 따른 피해 대상 설비의

임계온도 도달시간을 추정하였다. 화재에 노출되는 대상 설

비는 제작비용 등의 이점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철

제 컨테이너(steel container)로 선정하였다. 해상운송을 위한

철제 컨테이너의 강판 두께(thickness)는 IMDG Code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다양한 두께로 제작되고 있으나, 본 연

구에서는 해상용 컨테이너 제작업체에 질의한 내용을 바

탕으로 수열면 두께를 2 mm로 설정하였다. 또한 컨테이너

용도를 고려하여 탄소함유량이 0.5%인 탄소강(carbon steel)

의 재질특성 값을 이용하였고, 임계온도는 대부분의 보통강

(common steel)에 구조적 수축을 유발하는 700 oC로 설정

하였다[12].

열전달의 주방향에 대한 물리적 치수를 두께로 간주하여

식 (1)에 따라 비오트 수를 산정한 결과 '5.0E-04'로 0에 근

접한 결과를 나타내어 철제 컨테이너의 수열면은 열적으로

얇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때 대류 열전달계수(convective

heat transfer coefficient)는 유체의 종류 및 속도와 열전달 표

면상태 등의 함수로 표현되며, 실험적 결과에 의해 다양한 값이

제시되고 있다. 피해 대상 설비는 물리적 두께 및 열적 두

께가 얇아 복사가열 시 외부 공기의 대류에 의한 열손실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되며, 입사 열선속이 작을수록 그 영향은 두드러

질 것으로 추정된다[12]. 본 연구에서는 실무(practical work)에

대해 Janssens(1991)이 권고한 평균적인 13.5 W/m2·K의 값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였으나, 대류 열전달계수는 가변적인

변수이므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12].

방사율(emissivity)은 피해 대상 설비의 물리적 성질 및

대류 열전달계수와 더불어 화재 노출로 인한 온도변화를

예측하는데 중요한 변수이므로 적합한 값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표면처리(surface treatment) 및 온도 등에 따라

다양한 특성을 나타내어 분석을 위한 대푯값을 지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해풍으로 인한 철제 컨테이너의 표면부

식은 방사율을 크게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12]. 본 연구에서는 열복사 특성에 관한 연구에 따라 수열

면의 방사율 값을 페인트로 처리된 탄소강(slightly oxidized,

＜120 oC)으로 가정하여 0.85의 값을 적용하였다[23].

식 (2)를 변형하여 임계온도인 700 oC에 도달가능한 복

사열 크기를 산정한 결과 최악 및 대안의 사고시나리오에서

각각 10.56 kW/m2와 10.91 kW/m2로 산정되어, 관심 복사열은

10.50 kW/m2로 선정하였다. 이는 피해 대상 설비가 10.50 kW/

m2의 열선속에 무한정 노출되어도 임계온도에 도달할 수 없

다는 의미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11 kW/m2부터 early pool

fire의 최대 복사열 수준인 55 kW/m2까지의 열선속에 대한

관심온도 도달시간을 제시하였다. 

① 최악의 사고시나리오

 

② 대안의 사고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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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Material properties of the target equipment

Classification Properties

Critical temperature 700 oC

Thermal conductivity (k) 54 W/m·oC (at 20 oC)

Density (ρ) 7,833 kg/m3 (at 20 oC)

Specific heat (c) 0.465 kJ/kg·oC(at 20 oC)

Emissivity (ε) 0.85

Thickness (b) 0.002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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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대상 설비의 온도상승

액면화재로부터의 열은 복사, 대류 및 이들의 교호작용

(interaction)에 의해 목표물에 전달되어 온도를 상승시키며,

동시에 외부 대류 및 내부 전도로 인해 열 손실이 발생한다.

따라서 복사가열로 인한 온도변화를 예측하는 것은 수열

면의 과도 특성에 의해 매우 복잡한 문제이므로, 해석의 단

순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가정을 설정하였다. 대상 설비의

초기 온도는 사고시나리오별 기온과 동일하며, 수열면 두께

및 입사 열선속은 일정하게 유지된다. 또한 철제 컨테이너

내부는 자유기류가 제한되는 밀폐 환경이므로 내면(inner

side)의 경우 열이 투과할 수 없는 단열(thermal insulation)

상태이며, 이에 따라 공기의 대류로 인한 열손실도 수열면

에서만 일정하고 균일하게 발생한다. 방사율은 복사열에

의한 온도변화 및 산화작용에 관계없이 일정하고, 피해 대상

설비는 복사열에 노출되는 동안 건조한 상태이며, 대류가열에

의한 영향은 무시한다[12]. 이와 같은 가정조건을 바탕으로

복사가열로 인한 관심온도 도달시간을 식 (3)을 이용하여

산정하였으며, 대안의 사고시나리오에 대한 산정 결과를

Table 9에 나타내었다.

Early pool fire에 노출되는 대상 설비는 약 47분 동안의

화재 지속시간으로 인해 관심 복사열 이상의 모든 복사열

범위에서 임계온도에 도달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안의

사고시나리오의 경우 최대 52 kW/m2의 복사열이 7 m까지

영향범위를 나타내어 해당 범위 내 철제 컨테이너는 약 2

분 만에 구조적 손상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모사되었다. 이

와 같은 결과는 보수적인 가정조건에 의해 임계온도 도달

시간이 다소 과하게 예측된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는 물리

적 거리가 멀어 관심 복사열 강도에 근접할 경우에 해당된

다고 생각되며, 강한 복사열에 노출될 경우에는 대류 열손실

효과의 감소, 열선속 유지 및 대류가열에 의한 영향 등에 따라

실현가능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late pool fire의 경우 화재

지속시간이 1분 미만이므로 최대 복사열 수준인 20 kW/m2에

Table 9. Time to reach the target temperature due to the exposure to radiant heat (Alternative) (units: min)

Heat flux

(kW/m2)

Temperature(K)

343 413 483 553 623 693 763 833 903 973

11 0.77 1.82 3.01 4.38 6.00 7.97 10.50 14.03 19.92 43.34 

12 0.71 1.66 2.72 3.92 5.31 6.96 8.97 11.58 15.25 21.58 

12.5 0.68 1.58 2.59 3.73 5.03 6.55 8.38 10.68 13.78 18.55 

14 0.60 1.40 2.27 3.25 4.33 5.57 7.01 8.71 10.83 13.59 

16 0.52 1.21 1.96 2.77 3.66 4.65 5.77 7.04 8.53 10.30 

18 0.46 1.07 1.72 2.42 3.17 4.00 4.91 5.93 7.07 8.38 

20 0.42 0.96 1.53 2.14 2.80 3.51 4.28 5.12 6.06 7.09 

22 0.38 0.86 1.38 1.93 2.51 3.13 3.80 4.52 5.30 6.16 

24 0.35 0.79 1.26 1.75 2.27 2.82 3.41 4.04 4.72 5.45 

25.0 0.33 0.76 1.20 1.67 2.17 2.69 3.25 3.84 4.47 5.16 

26 0.32 0.73 1.15 1.60 2.07 2.57 3.10 3.66 4.25 4.89 

28 0.30 0.67 1.07 1.48 1.91 2.36 2.84 3.34 3.87 4.44 

30 0.28 0.63 0.99 1.37 1.77 2.18 2.62 3.07 3.56 4.07 

32 0.26 0.59 0.93 1.28 1.65 2.03 2.43 2.85 3.29 3.75 

34 0.24 0.55 0.87 1.20 1.54 1.90 2.27 2.65 3.06 3.48 

36 0.23 0.52 0.82 1.13 1.45 1.78 2.12 2.48 2.86 3.25 

37.5 0.22 0.50 0.78 1.08 1.39 1.70 2.03 2.37 2.72 3.09 

38 0.22 0.49 0.77 1.06 1.37 1.68 2.00 2.33 2.68 3.04 

40 0.21 0.47 0.73 1.01 1.29 1.59 1.89 2.20 2.53 2.86 

42 0.20 0.44 0.70 0.96 1.23 1.50 1.79 2.08 2.39 2.71 

44 0.19 0.42 0.66 0.91 1.17 1.43 1.70 1.98 2.27 2.56 

46 0.18 0.40 0.63 0.87 1.11 1.36 1.62 1.88 2.15 2.44 

48 0.17 0.39 0.61 0.83 1.06 1.30 1.54 1.80 2.05 2.32 

50 0.16 0.37 0.58 0.80 1.02 1.25 1.48 1.72 1.96 2.21 

52 0.16 0.36 0.56 0.77 0.98 1.19 1.42 1.64 1.88 2.12 

54 0.15 0.34 0.54 0.74 0.94 1.15 1.36 1.58 1.80 2.03 

55 0.15 0.34 0.53 0.72 0.92 1.12 1.33 1.55 1.76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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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된다고 하더라도 설비의 손상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탱크 컨테이너로부터 벤젠 누출로 인한

액면화재 상황을 모사하여 피해영향범위 및 복사열에 대

한 인접 컨테이너의 취약성을 평가하였고, 다음의 결론을

도출하였다. 

1. Early pool fire 모사 결과 장치 및 설비의 손상을 유발

하는 임계손상기준인 37.5 kW/m2의 복사열이 최악 및 대

안의 사고시나리오에서 평균적으로 8 m까지 도달하였으며,

누출 및 화재는 약 47분간 지속되었다. 

2. Late pool fire의 경우 목재 또는 플라스틱 튜브에 착화를

유도하는 임계손상기준인 12.5 kW/m2의 복사열이 대안의

사고시나리오에서 약 34 m까지 도달하였으며, 화재 지속

시간은 여러 실험적 결과로부터 1분미만일 것으로 추정되었

다. 이와 같은 복사열 세기는 10초 동안 노출될 경우 1도 화상

을 유발할 수 있는 강도이므로 설비에 대한 피해보다는 사람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며, 누출액의 확산 방지조치 및 인근 근로

자의 즉각적인 대피가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3.대안의 사고시나리오에서 early pool fire 발생으로 인

한 복사열 강도 및 노출시간에 따른 철제 컨테이너의 취약

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누출원으로부터 7 m 이내에 위치할

경우 52 kW/m2 강도의 복사열에 노출될 수 있어 2분 내 구

조적 손상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

과는 누출원으로부터 인접하여 위치할 경우 복사열의 균

일한 조사, 고온 공기에 의한 가열 및 대류에 의한 열손실

효과의 저하로 인해 알맞은 추정인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는「항만법」에 따라 전국에 총 31개 항을 무역

항(국가관리무역항 14개, 지방관리무역항 17개)으로 지정

(2016.10.18 기준)하고 있으나[3], 전술한 바와 같이 2015년

전국 수출입 화물의 약 70%가 4개 무역항(부산항, 광양항,

울산항 및 인천항) 만을 이용하는 등 항만물류의 집중현상

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사고발생으로 인해 항

만기능이 마비되는 것만으로도 막대한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어, 항만의 처리능력에 따라 등급을 세분하여 포장위

험물 관리를 위한 차등적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

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위험물 컨테이너의 3~4단 겹침적재

시 겹침 순서에 대한 상세한 규정은 정하고 있지 않으나,

탱크 컨테이너 압력완화장치의 위치 규정(동체 상부 중앙)을

고려하여 탱크 컨테이너 위 겹침적재에 대한 금지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19], 하단의 철제 컨테이너 등에

대해서는 열 차폐(heat shield)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도 비정상적인 차량 접근 등 운전자의

인적오류로 인한 사고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철저한 안전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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