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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승 한*·김 병 석*

*한국교통대학교 대학원 안전공학과

Cause Analysis of Cone Roof Tank Collapse during Plant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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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on safety improvement measures through analysis of accident cases during plant 

storage tank construction. Storage tank is a general term for artificial ground facility constructed to 

store oil, water, gas, and other chemicals. Some companies have clustered storage tanks (tank farm). 

The construction methods vary according to the component and types of fluids. Because most of the 

construction procedures include lifting heavy weight materials using heavy construction equipment and 

are carried out at high places, storage tank construction contains more risk factors than normal aerial 

construction. Recently, major accidents such as storage tank collapse have occurred often, and cost 

many lives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structure. In this study we would like to analyze the cause 

of these accidents and propose measures to improve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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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대한민국 산업구조는 1960년대 초기에는 중화학 공업

의 비중이 낮았으나, 1970년대의 고도성장을 통하여 중

화학 공업 비중이 점차적으로 커지기 시작하였으며 점차

적으로 산업 구조의 고도화를 기할 수 있게 되었다.수출

상품 또한 중화학 제품이 차지하는 그 비율이 최근까지도 

가파르게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특히 대표적인 중화

학 공업인 화학 및 정유공장에서 기름, 물, 가스 기타 약

품등과 같은 저장물 종류에 따라 유체를 저장하는 용기를 

총칭해서 저장탱크 라고 부르는데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설비로 갈수록 대형화, 집단화 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이후 국내외에서 같은 

종류의 Cone Roof Tank에서 5건 이상의 붕괴 사고가 

똑같은 패턴으로 일어나고 있다. 국내외에서 발생한 

Cone Roof Tank 붕괴 사고를 보면 공통적으로 Shell 

Plate를 고정하고 용접을 하는 도중 예기치 못한 풍압

에 의해 발생하였다.

 이에 탱크 시공 중 발생 할 수 있는 잠재적 원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신 기상정보에 관한 데이

터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충분한 안전성이 확보된 

시공 방법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위험성을 제거하

여야 하지만 공사비 증가 및 공사기간 부족 등을 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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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 무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탱크 붕괴 사고 예방을 위해 

Cone Roof Tank 제작 및 시공방법을 분석하고 컴퓨

터 프로그램을 통한 상세분석을 통해 붕괴 사고의 원

인과 그에 따른 대책과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절차

2.1.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저장탱크 중 2010년 이후 국내에서  발생한 

Cone Roof Tank를 중심으로 붕괴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그

에 따른 대책과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연구의 범위로 한다.

2.2 연구의 절차

  첫째, 최근 5년간(2010년~2015년) 국내에서 발생

한 Cone Roof Tank 붕괴 사고사례를 바탕으로 플랜

트 건설 공사에서 제작 및 설치되고 있는 저장탱크의 

종류, 특징, 장, 단점을 파악한다.

  둘째, Cone Roof Tank 제작, 시공방법 및 붕괴 사

고사례를 조사한다.

  셋째, 2012년 울산광역시 소재 H사에서 발생한 Cone 

Roof Tank 붕괴사고 관련 상세도면을 바탕으로 유한요

소 해석 프로그램인 Midas Civil을 이용한 상세해석을 

통한 거동분석을 통해 붕괴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사고방지 대책 및 보강 방안을 제시한다.

 

3. 이론적 고찰

3.1. 저장탱크 정의

  저장탱크란 원유, 중간체, 정제된 제품들, 가스, 화학

물질들 및 혼합물 등과 같은 한정된 연료 등을 효율적

으로 저장하기 위하여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지상의 저

장시설을 총칭해서 저장탱크 라고 부른다. 이러한 방식

은 지하 저장시설 보다 공사기간이 1/3 정도 단축되는 

장점이 있지만, 외부공격, 화재 등 안전성에 취약하고 

건설비 및 유지비가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3.2 선행연구 고찰 

  저장탱크에 관한 연구는 주로 국내 기준에 적합한 

설계기준 제시 및 지진에 의한 좌굴 해석에 관한 연구

로써 Cone Roof Tank 붕괴 사고와 관련된 연구는 없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3 저장탱크 구조 

  저장탱크는 기름, 물, 가스 기타 약품등과 같은 유체

를 저장하는 구조로써 사용 목적에 따라 구조와 부속

품이 조금씩 상이하지만 아래 [Figure 1]과 같은 항목

들이 저장탱크 표준으로 사용된다. 

[Figure 1] Storage tank structure

3.4 저장탱크 종류

3.4.1 Cone Roof Tank 

  원추형 지붕 탱크라고도 하는데 정유, 화학공장 및 

저유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탱크로써, 아래 [Figure 

2]와 같다. 탱크 천정이 Shell에 고정되어 있어 증발손

실이 적은 중질유 제품을 저장하는데 적합하다. 장점은 

설치비가 저렴하여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단점으로

는 제품의 입,출고시 발생하는 작업손실과 저장시 외부 

온도차에 의한 호흡손실 등과 같은 증발손실이 발생하

여 증기압이 높은 물질을 저장하는데 적합하지 않다.

 

   

[Figure 2] Cone roof t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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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Floating Roof Tank

  Cone Roof Tank 반대로 천정이 탱크 Shell에 고정

되어 있지 않고 기름과 같이 상하로 움직이는 형태로

써, 아래 [Figure 3]과 같다. 증기압이 높은 경질원유, 

가솔린 등을 통상 Cone Roof Tank에 저장하면 탱크

의 Breathing 및 기름의 Filling에 의하여 상당한 증발 

손실이 생기는데 탱크 상부의 공간에 공기와 증기가 

섞여서 혼합비가 폭발한계 내에 들어갈 위험이 있는 

관계로 이러한 증발손실 및 폭발 위험성을 감소시켜 

주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다. 폭발 및 화재 위험성이 훨

씬 줄어들어 화재방지 목적으로도 사용된다. 

[Figure 3] Floating roof tank 

3.4.3 Spherical Tank

  Spherical Tank는 높은 압력에 견딜 수 있도록 두

꺼운 철판을 이용하며 구형으로 만들어져 압축 및 액

화가스 같은 압력을 필요로 하는 유체 저장에 많이 사

용되는데 아래 [Figure 3]과 같다. 열을 받는 면적이 

적어 고압가스 저장에 용이하다. 

[Figure 4] Spherical tank 

3.4.4 Dome Roof Tank

  저장 유체의 증기압이 대기압보다 높아 대기 중에 노

출 시 유체 증기의 다량 누출로 화재 및 폭발의 위험이 

있는 유체를 저장하기 위하여 대기와 직접적인 접촉이 

되지 않도록 완전 밀폐된 Dome Type의 지붕을 설치한 

탱크로써 아래 [Figure 5]와 같다. Light, Naphtha, 

Pentane 등과 같은 고증기압 유종이나 LNG 등을 주로 

저장하는데 보냉 문제로 2중벽 구조로 되어 있다.

 

[Figure 5] Dome roof tank

3.4.5 Internal Floating Roof Tank

  Cone Roof Tank와 Floating Roof Tank의 복합형으

로 탱크 상단 외부는 Cone Roof로 되어 있고, 내부는 

Floating Roof가 따로 설치되어 있는 특징을 띄고 있다. 

아래 [Figure 6]과 같이  탱크 외부가 Cone Roof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분이 제품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

고 증기 성분의 증발 및 대기와 제품의 접촉을 막아준

다. 휘발성이 큰 유종, 수분에 민감한 항공유, BTX와 

같은 유독 물질을 저장하는 용도로 주로 이용된다. 

[Figure 6] Internal floating roof t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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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ne Roof Tank 제작, 시공 Flow 및 사고사례

4.1 Cone Roof Tank 제작 및 시공 Flow

  Cone Roof Tank 제작 및 시공 Flow는 아래 [Figure 7]과 같다.

                           

                        Bottom & Annular & Shell Plate 제작                           Tank 기초 점검

                                                                              

 Vacumm Test             용접부 MT 검사        Bottom & Annular용접    Bottom Plate 설치

       1st, ~ 9rd Shell Plate 설치                        용접카 설치             Shell Plate용접  

                                

           Roof Plate 설치                     Rafter & girder 조립                      내부 가시설 설치

                  

 Stair Way 설치                      Nozzle 설치 및 용접                           보온작업 

[Figure 7] Cone roof tank construction proced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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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국내외 Cone Roof Tank 사고사례

  아래 국내외 Cone Roof Tank 사고 유형을 보면 중

장비를 이용 Shell Plate를 고정하고 용접하는 도중 붕

괴되는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4.2.1 국내 Cone Roof Tank 사고사례

  아래 [Figure 8]은 2009년 05월 충남 대산에 있는 

L사 화학공장 증설 공사 현장으로 10th Shell Plate를 

설치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이다. 

 

[Figure 8] Cone roof tank collapse in

an oil refinery

  아래 [Figure 9]는 2010년 08월 충남 대산에 있는 

H사 정유공장 증설 공사 현장으로 8th Shell Plate를 

설치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이다. 

  

[Figure 9] Cone roof tank collapse in

a chemical factory

 아래 [Figure 10]은 2012년 12월 울산광역시 소재 

H사 오일터미널 Tank Farm 공사 현장으로 8th Shell 

Plate를 중장비를 이용하여 설치하는 도중 발생한 사

고이다. 

[Figure 10] Cone roof tank collapse in

an oil terminal

4.2.2 국외 Cone Roof Tank 사고사례

  아래 [Figure 11]은 2001년 01월 아르헨티나 

General Roca의 북쪽에 있는 정유공장에서 4th Shell 

Plate를 설치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이다.

[Figure 11] General Roca

  아래 [Figure 12] 또한 2006년 01월 아르헨티나 

Rincon de los Sauces의 북서쪽에 있는 정유공장으로 

6th Shell Plate를 설치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이다. 

[Figure 12] Rincon de los Sau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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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ne Roof Tank 사고 원인

4.1 풍속

  Cone Roof Tank는 박판을 구부려 용접한 구조물로

서 자중뿐만 아니라 시공 중 풍압의 영향을 많이 받는 

구조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다. 

  아래 [Figure 13]과 같이 사고 지역 기후를 보면 사

고 당시 지역(대산, 울산)의 최대 순간풍속이 20m/s이

상의 풍속으로 연평균 풍속에 비해 5배 이상 크게 발

생하였고, 5m/s이상 발생 확률도 39.4%로 매우 높은 

편에 속하는데 이는 설치 장소가 해안가에 근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조물에 가해지는 하중은 탱크 시공 

중에는 풍하중이 지배적으로 작용함을 감안하여 구조

물 완성 단계뿐만 아니라 시공 단계에서도 충분히 고

려하여야 한다.

(a) Climate of daesan 

(b) Climate of ulsan

[Figure 13] Climate of accident areas

4.2 용접방법 및 가시설

  Cone Roof Tank에 적용되는 주요 강재는 KS D 

3503중 SS400을 적용하고 있으며 박판을 층에 따라 

두께 변화를 주며 연결해 나가는데 연결은 용접으로 

이루어진다. 아래 [Figure 14]와 같이 강재가 두꺼운 

단면일 경우 양면 홈 용접을 하고 얇은 단면을 경우는 

일면 홈 용접을 하여야 한다.

  용접작업은 내측을 기준으로 층간 단면을 완전 밀착

하여 용접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현장용접은 공장용접

과 달리 환경적인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용접 대상 

주위를 밀폐토록 하고 우기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며 

외기온도 및 습도를 수시 체크하며 용접작업을 진행해

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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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Detailed welding of a tank

  박판을 용접하기 위해서는 아래 [Figure 15]와 같이 

반드시 임시 가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때 가시설 

하중도 점차적으로 증가함을 고려하여야 한다. 탱크의 

특성상 상부로 올라갈수록 두께가 점차적으로 얇아지

는 구조를 띄고 있어 비교적 약한 바람에도 거동에 의

해 쉽게 붕괴 될 수 있는 구조적인 취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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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Temporary facility inside the tank 

4.3 상세 해석을 통한 거동분석 

  풍하중에 대한 국내 설계기준에 따라 풍하중을 산정

하여 시공 단계별로 상세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해석 

프로그램은 Midas Civil 2016로 수행하였고, 모델링은 

Shell Element로 구성하였다. 

 

[Figure 16] Storage tank shell thickness

  상기 [Figure 16]은 상세 해석을 통한 거동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2012년 12월 울산광역시 H사 오일터

미널 Tank Farm 공사 현장 상세도면과 데이터를 적

용하였다. 아래 <Table 1>과 같이 저장탱크를 총 9단

계의 시공 단계로 구분하여 풍하중을 단계별로 하중을 

가하여 수평변위(, ) 및 작용응력()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Table 1> Data of analytic model and wind load 

calculation

NO
Height

(m)

Cumulative 

height

(m)

steel

thickness

(mm)

q=0.588

k√h

(kN/m2)

1st 2.5 2.5 19.0 1.029 

2nd 2.5 5.0 15.0 2.058 

3rd 2.5 7.5 13.0 3.087 

4th 2.5 10.0 11.0 4.116 

5th 2.5 12.5 9.0 5.145 

6th 2.5 15.0 8.0 6.174 

7th 2.5 17.5 7.0 7.203 

8th 2.5 20.0 6.0 8.232 

9th 1 21.0 6.0 8.644 

  산정된 풍하중(q)을 모델에 하중을 가하여 아래 

[Figure 17]과 같이 시공 단계별 Displacement 

Contour를 나타냈고, 결과는 <Table 2>에 수평변위

(, )와 작용응력을 집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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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ef + Wind Load 1st Displacement Contour

2nd Displacement Contour 3rd Displacement Contour

4th Displacement Contour 5th Displacement Contour

6th Displacement Contour 7th Displacement Contour

8th Displacement Contour 9th Displacement Contour

[Figure 17] Detailed interpretation of 

construction procedures

<Table 2> Interpretation results

NO

Cumula

-tive 

height

(m)

thickness

(mm)

displacement

(mm) 
(MPa) 

1st 2.5 19.0 -0.34 0.06 3.42

2nd 5.0 15.0 -0.55 0.36 5.33

3rd 7.5 13.0 -1.83 3.35 17.19

4th 10.0 11.0 -1.68 6.89 13.27

5th 12.5 9.0 -2.61 13.38 18.28

6th 15.0 8.0 -3.82 29.15 23.76

7th 17.5 7.0 -5.33 57.49 31.91

8th 20.0 6.0 -7.47 106.36 46.48

9th 21.0 6.0 -8.66 238.45 100.28

4.4 분석결과

  상세 해석을 통한 거동분석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Cone Roof Tank 시공 단계별 변위 및 응력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시공 초기 단계에서는 구

조적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8, 9th 시공시 최대 

변위 값이 238.45mm로 구조물의 탄성 복원이 어려울 

정도로 발생되었다. 

  둘째, <Table 2>에서 집계한 결과에서 수평 변위는 

풍하중의 진행방향(방향)의 변위와 직각 방향(방

향)의 변위에 대한 것으로 풍하중 진행 방향의 변위에 

비해 직각 방향의 변위가 2배 이상 크게 발생되는 양

상을 띄고 있으며, 시공단계 9th의 경우는 238.45mm

로 매우 큰 변위가 발생되는데 특성상 탄성 거동을 하

는 강재에 좌굴을 유발시켜 구조물의 붕괴로 진행 될 

수 있다. 

  셋째, 작용 응력은 9th에서 100.28MPa로 허용 응력 

140MPa에 비해 안전성 측면에서 구조적인 문제는 없

는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아래 [Figure 18]과 같이 파괴의 양상이 모두 

용접부에서 면이 꺽인 형상을 띄고 있다. 이는 풍하중

에 의해 박판이 탄성 거동을 하기 이전에 용접부에서

의 1차적으로 파손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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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retransform             (b)transform

[Figure 18] Welding strain

  즉, Cone Roof Tank의 파괴 원인은 구조적 문제 

보다는 용접부위 시공 불량이나 잘못된 용접설계로 인

해 용접강도의 부족 혹은 용접오류 등으로 외력에 저

항하지 못하고 구조물이 붕괴 된 것으로 판단된다. 특

히, 3~4th이상에서 붕괴되는 양상을 볼 때 두꺼운 강

재가 용접 연결된 2면 홈 용접부에서는 발생되지 않고 

수압만을 생각하여 내측으로 1면 홈 용접한 연결부에

서 풍하중에 의한 박판의 반복적인 변형으로 용접부에

서 피로 파괴된 것으로 판단된다. 

5. 사고 방지대책 및 보강 방안 

5.1 재료선택 및 용접방법

  일반적으로 KS D3503(일반 구조용 압연강재)을 무

분별하게 적용하는 사례들이 많은데 이와 같이 붕괴 

사례들이 있는 구조물에서는 KS D 3515(용접 구조용 

압연강재)나 KS D 3529(용접 구조용 내후성 열간 압

연 강재)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Cone Roof Tank와 같이 박판으로 구성된 구조물에

서는 판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용접 환경 및 작업자

의 자세가 좋도록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용접부는 

CJP(Complete Joint Penetration) 용접으로 작업하여 

품질을 향상시키고 1면 홈 용접부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강하여야 할 것이다.

5.2 보강 방안 

  Cone Roof Tank 붕괴 사고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서 

신중한 재료의 선택 및 용접방법 개선과 함께 다음과 같

은 보강 방안을 추가로 고려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아래 [Figure 19, 20]과 같이 1th 시공 단계

부터 Cone Roof Tank 외부에 Wind Girder를 설치하

여 외부에서 용접하는 방안과 함께 작업종료 및 휴식

도중 탱크 붕괴 방지를 위해 Shell Plate 상부에 Wire 

Rope를(8개소 이상) 고정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

다.

[Figure 19] Wind girder

 

[Figure 20] Wire rope fixing methods(8 points)

  둘째, 아래 [Figure 21]과 같이 내벽에 H- Beam

으로 지지하고 부족할 경우 띠장을 설치하여 보강하는 

방안이다. H-Beam을 내벽에 설치하고 시공 단계별로 

볼트 이음하여 벽의 강성을 증대하는 방법으로 고층의 

경우 강관 등의 띠장을 설치함으로 안전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플랜트 공사 중 발생한 Cone Roof Tank 붕괴 사고 원인 분석                  김 승 한·김 병 석                                                                                                     80

  (a)Reinforced floor plan    (b)H-beam

[Figure 21] Retrofit method using H-beam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Cone Roof Tank 붕괴 사고의 원인

을 상세 해석을 통한 거동분석을 통해 분석하였고, 이

에 대한 대책 및 보강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Cone Roof Tank 박판의 재질인 KS D 3503 

적용은 용접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으로 KS 

D 3515 또는 KS D 3529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으로 판단된다.

  둘째, 용접은 완전용입이음(CJP) 방식으로 변경하여 

용접강도를 증가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시공 방법 선

택과 안전대책이 필요하며 보강 방안으로는 외부에 

Wind Girder를 이용한 설치 방안과 함께  Shell Plate 

상부에 Wire Rope(8개소 이상)를 고정하는 방법이나 

저장탱크 내부에 시공 단계별로 보강재로 보강하는 방

법을 제안한다.

  그동안 국내에서 일어난 Cone Roof Tank 붕괴 사

고를 보면 부적절한 재료 선택 및 시공 방법 선택의 

구조적인 문제와 더불어 관리 감독자의 무사안일한 안

전의식 불감증이 만들어낸 전형적인 인재라고 할 수 

있겠다. 이는 사전에 충분히 예견 할 수 있고, 또한 충

분히 예방 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비교 검토를 

수행하여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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