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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세계적으로 산업 각 분야에서 석유 소비가 증가하면서, 석유 의존도가 날로 심화되고 있다.

특히 우리 나라는 원유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수송분야의 경우 석유 의존도

가 절대적으로 높아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대체 연료 차량 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 오염이 심화되면서 청정 연료 차량 개발의 필요성 또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를 위해 CNG(Compressed Natural Gas) 차량에 대한

검토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차량에 공급할 연료를 위한 충전소 시스템에 대한 개발

연구가 한창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천연가스에 대한 대 국민 불안을 떨쳐 버릴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에 있었던 일련의 도시가스 폭발사고와 누출 및 가스 공급 중단 등은 천연가스

의 편리함과 청정성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국민 불안 심리를 고무시키기에 충분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CNG 차량 개발에 즈음하여 CNG 충전설비에 대한 누출 및 확산에 의

한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CNG 충전소의 위험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CNG 충전시스템은 저압의 가스를 250bar의 고압의 가스로 압축하여 저장 용기에 일시 저장

을 하였다가 디스펜서를 통하여 NGV(Natural Gas Vehicle)로 충전을 하는 설비이다. 이 시스

템은 가스 압축기와 저장용기, 디스펜서 및 제어시스템으로 구성된다.

또한, CNG 충전소의 안전성을 상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LPG 충전소의 누출, 확산에 대

한 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그리고 누출, 확산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위하여

NSC(National Safety Council)에서 개발한 ALOHA Program을 이용하여 CNG 및 LPG의 확

산범위를 예측하였고 DNV Technica에서 개발한 PHAST Program을 이용하여 확산 뿐 아니

라 화재시 일어날 수 있는 복사열 영향 평가를 실시하여 실측 지도에 적용하였다.

2. CNG 충전소의 위험성 영향 평가

본 연구에서 적용한 사례들은 CNG 충전소 및 LPG 충전소의 홀을 통한 누출에 관한 확산에

대하여 ALOHA 모델과 PHAST 모델을 사용하여 시뮬레이션 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 앞서

국내 LPG 충전소의 사고사례와 이미 CNG 충전소를 설치하여 NGV가 운행중인 선진 외국의

15년간 42건의 사고사례를 분석하여 충전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가정하였다. 가정한 사

고는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1) CNG 충전소의 hole을 통하여 가스가 연속적으로 분출한다.

(2) 디스펜서의 충전 호스가 파열되어 충전호스를 통하여 가스가 연속적으로 분출한다.

2.1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가스의 물성

누출 확산 모델인 ALOHA 및 PHAST에 사용한 물성은 Table 2-1과 같다. 여기서, 분자량

은 각 성분들의 몰분율에 따른 값을 계산하였으며, 연소한계는 Le Chatelier식을 이용하여 구

하였다.



Table 2-1. Properties of CNG and LPG

분 류 CNG LPG

조성비

메 탄 0.8909

에 탄 0.0955

프로판 0.0187

부 탄 0.0045

프로판 0.2

부 탄 0.8

분자량

색/냄새

가스밀도(kg/m3)

γ(Cp/Cv)

연소한계(%)

18.2532

무색무취

0.80244

1.24

4.51 ～ 14.38

55.2

무색무취

2.508

1.1221

1.68 ～ 8.599

2.2 hole의 크기

일반적으로 파이프의 파열 또는 틈새를 통한 hole의 직경은 배관 직경의 10～20%를 사용하

므로 본 논문에서는 hole의 크기를 각각 LPG의 충전소의 경우 8mm, CNG 충전소의 경우

2mm,4mm와 8mm(충전호스를 통한 누출)를 가정하여 시뮬레이션 하였다.

2.3 가스압력

CNG 충전소에서는 일반적으로 압축기에서 250bar까지 승압하여 저장용기에 저장한 후 디스

펜서를 통하여 최고 250bar까지 차량에 충전한다. 또한, LPG 충전소의 경우 10bar로 가압된

LPG가 차량에 충전할 경우에는 약 20bar의 압력으로 차량에 충전된다. 여기에서는 hole로부터

되는 가스의 압력을 CNG의 경우 250bar, LPG의 경우 20bar로 가정하였다.

2.4 가스의 누출량

본 논문에서는 ALOHA 모델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Direct Model을 선택하였다. 그러므로,

가스의 누출량을 계산하여야 한다. 누출 hole로부터 분출하는 가스의 질량유량은 압력을 CNG

의 경우 250bar, LPG의 경우 20bar, 온도를 13℃로 하여 등엔트로피 팽창을 시킨다.

2.5 기상자료

또한, 풍속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각각 0.5m/s, 1.5m/s, 3.0m/s에 대하여 시뮬레이

션 하였다. 이 풍속은 풍속이 낮을수록 확산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선택하였다. 기타 자료는

ALOHA, PHAST 모두 같은 값으로 주어졌으며 Table 2-2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ALOHA 모델을 사용하여 지면에서의 농도를,

PHAST 모델을 사용하여 수평, 45도 방향 및 수직형 모델을 평가하고자 한다. CNG 충전소의

경우 누출 hole의 크기와 풍속에 따라 평가하였고, LPG 충전소의 경우 누출 hole의 크기가

8mm일 경우에만 적용하였다.



Table 2-2. Meteorological data

CNG LPG

Atmospheric

Information

Wind

Stability Class

Relative Humidity

Air Temperature

Ground Roughness

Cloud Cover

0.5m/sec, 1.5m/sec

3.0m/sec

B

25%

13℃

Urban of Forest

1

1m/sec, 1.5m/sec

3.0m/sec

B

25%

13℃

Urban of Forest

1

Source

Strength

Information

Source Model

Release Rate

Release Duration

Total Amount Released

Direct

0.017kg/s, 0.27kg/s

60min

60.8kg, 972.7kg

Direct

0.314kg/s

60min

1117.6kg

2.6 ALOHA 모델의 평가 결과

CNG 충전소의 hole을 통한 누출과 충전호스를 통한 누출로서 각각의 hole의 크기를 2mm와

4mm 및 8mm로 가정하였다. 또한, 풍속이 0.63m/s, 1.5m/s, 3.0m/s로 가정하였고, 풍속이

0.63m/s인 경우는 ALOHA의 최소 풍속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는 Table 2-3과 같다. 그리고

확산 피해 영역을 ALOHA 내부에 있는 Footprint를 이용하여 살펴보기 위해 각각의 경우 관

심농도를 50ppm으로 정하였다. CNG 및 LPG의 연소하한 농도를 고려하여 적용하였고 가스검

지기 작동 농도인 LFL의 25%에 해당하는 범위를 같이 고려하였다.

ALOHA 모델을 사용하여 관찰해본 결과 누출 hole의 크기가 2mm일 경우 CNG 농도 4.5%,

1.125%에 해당하는 확산범위는 0.63m/s, 1.5m/s, 3.0m/s에서 모두 10m이하로 고찰되었다.

Table 2-3. Concentration at distance of 4.5% and 1.125% for CNG(m)

누출공

(mm)

농도

(V%)

풍속

0.63m/s 1.5m/s 3.0m/s

2
4.5 10m 이하 10m 이하 10m 이하
1.125 10m 이하 10m 이하 10m 이하

4
4.5 10m 이하 10m 이하 10m 이하
1.125 10m 이하 10m 이하 10m 이하

8
4.5 10m 이하 10m 이하 10m 이하
1.125 20m 13m 10m 이하

Table 2-4. Concentration at distance of 1.68% and 0.42% for LPG(m)

누출 hole

(mm)

농도

(V%)

풍속

0.63m/s 1.5m/s 3.0m/s

8
1.68 30m 22m 18m

0.42 62m 51m 42m



이것은 확산정도를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경우에 해당하는 값이다. 또한 충전호스에

서 나오는 경우를 가정한 8mm의 경우 본 논문의 관심농도인 연소하한계에 도달하는 영역이

없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연소하한계의 10% 범위인 0.45%의 경우0.63m/s일 때 31m, 1.5m/s일

때 19m, 3.0m/s일 때 관심농도에 도달하는 영역이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

LPG의 경우 연소하한계인 1.68V%에 해당하는 거리는 풍속이 클수록 확산 범위가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연소하한계의 25%에 해당하는 0.42V%에 도달하는 거리는 풍속이 클수

록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풍속이 클수록 확산의 정도가 거리에 따라 넓게 분포되

어 작아짐을 알 수 있다.

Footprint를 통하여 CNG 및 LPG의 확산 정도를 알기 위해 관심농도(LOC)를 50ppm으로 낮

추어 고찰하여 보았다. 그 결과 누출 hole의 크기가 2mm인 경우에는 계산할 수 없었으며,

8mm hole에 대하여는 CNG 및 LPG 모두를 볼 수 있었다. 그 결과에 대한 그림은 그림2-1, 그

림2-2, 그림2-3, 그림2-4, 그림2-5, 그림2-6과 같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풍속이 세기에 따

라 확산 범위가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풍속의 세기가 크게 됨에 따라 확산 농도

가 희석되기 때문이다.

Fig. 2-1. CNG dispersion area through the hole, 8mm, Fig. 2-2. CNG dispersion area through the hole, 8mm,

ALOHA(wind speed 0.63m/s) ALOHA(wind speed 1.5m/s)

Fig. 2-3. CNG dispersion area through the hole, 8mm, Fig. 2-4. LPG dispersion area through the hole, 8mm,

ALOHA(wind speed 3.0m/s) ALOHA(wind speed 0.63m/s)



Fig. 2-5. LPG dispersion area through the hole, 8mm ,Fig. 2-6. LPG dispersion area through the hole, 8mm,

ALOHA(wind speed 1.5m/s) ALOHA(wind speed 3.0m/s)

2.7 PHAST 모델의 평가 결과

본 연구에서는 CNG 충전소와 LPG 충전소 대한 실제적인 영향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축

적(1:1000) 지도를 이용하여 그 영향 범위를 산출하였다. ALOHA모델과 마찬가지로 hole의 크

기가 2mm, 4mm, 8mm일 경우 CNG, LPG의 확산영역에 대하여 시뮬레이션 하였다. 실제

CNG 충전소에서 누출이 발생할 경우 어느 방향으로 누출되는지 알 수 없으므로 다음과 같은

3가지 Case를 가정하여 시뮬레이션 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Case에 대한 결과를 실측 지도를

사용하여 관심거리인 누출지점으로부터 각각 2m, 5m, 10m 주변의 복사열에 대한 영향평가를

하였다. 실측지도의 개요와 복사열 영향평가를 하면 다음과 같다.

2.7.1 실측지도의 개요

PHAST 모델을 사용하는데 있어 실측지도에 복사열에 대한 영향평가 결과를 그리도록 하였

다. 실제 대상 건물은 서울 시내에 있는 주유소 하나를 선택하였으며 그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축적 : 1 : 1000

2) 대지면적 : 400m2

3) 위험물 저장량 : 휘발유 20,000ℓ

4) 건물의 개요 : 건물의 삼면에 2m 높이의 콘크리트 방호벽이 있으며 주변에는 상가로 둘러

싸여 있고 도로변으로 개방되어 있다.

6.7.2 복사열의 영향

복사열에 의한 인체 및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은 목표물에 수신되는 열강도 및 노출 시간에

의존한다. FMEA는 복사열이 인체에 고통을 주거나 2도 화상을 입힐 수 있는 복사열의 강도는

Table 2-5와 같다. 또한, 복사열은 구조물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강구조물인 경우에는 500～

600℃에서 급격히 붕괴될 수 있으며 구조물이 직접 화염에 의하여 가열될 때에는 더욱 심하여

진다. 월드뱅크 및 TNO는 복사열로 입힌 손상 정도는 각각 Table 2-6과 Table 2-7과 같음을

나타내었다.



Table 2-5. Thermal radiation intensity for time-to-pain threshold or time for second degree burns

Thermal Radiation Intensity

(KW/m2)

Time-to-Pain

Threshold(sec)

Time for Second-Degree

Burns(sec)
1

2

3

4

5

6

8

10

12

115

45

27

18

13

11

7

5

4

663

187

92

57

40

30

20

14

11

Table 2-6. Thermal radiation effects for a structure(The World Bank : 1988)

Thermal Radiation Intensity

(KW/m2)
Type of Damage

37.5 Sufficient to Cause Damage to ProcessEquipment

25.0
Minimum Energy Required to Ignite Wood at

Indefinitely Long Exposures Without a Flame

12.5
Minimum Energy Required to Ignite Wood with a

Flame or Cause Melting of Plastic Tubing

Table 2-7. Thermal radiation effects for a structure(TNO : 1992)

Material
Critical Radiation Intensity(Kw/m2)

Damage Level 1 Damage Level 2

Steel 100 25

Wood 15 2

Syntheticmaterials 15 2

Glass 4 -

2.7.3 CNG 충전소

1) First Case

Horizontal Type : 가스의 누출에 있어서 여러 방향으로 누출되는 것을 고려하여 우선 수평

방향을 가정하여 시뮬레이션 하였다.

2) Second Case

45 Degree Type : 여러 방향의 누출이 있을 수 있겠으나 대표적인 모델로 수직방향에서 45

도 방향으로의 누출을 가정하여 시뮬레이션 하였다.



3) Third Case

Vertical Type : 수직 상방향으로 누출을 가정하여 시뮬레이션 하였다.

2.7.3.1 Horizontal Type Release

1) 연소하한계 도달거리(m)

Table 2-8. Distance for LFL

누출공

(㎜)
농도(mole%)

풍 속(m/s)

0.5m/s 1.5m/s 3.0m/s

2 4.5 mole% 4.22 4.22 4.22

4 4.5 mole% 5.31 5.31 5.32

8 4.5 mole% 5.02 5.02 5.02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누출공의 크기에 따라 연소하한계에 도달하는 거리는 점점 커짐을 볼

수 있으나 풍속에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계산이 되었다. 이것은 CNG 충전소에서 가압된 가스

의 압력이 250bar이기 때문에 누출되었을 경우 속도가 음속을 초과할 정도의 빠른 속도로 누

출되므로 생기는 현상이다.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Fig. 2-7, Fig. 2-8, Fig 2-9과 같다.

2) 복사열 영향(Jet Flame, kW/㎡)

Table 2-9와 같이 복사열은 거리가 증가할수록 복사열의 크기가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Table 2-9에서는 점화 후 복사열 영향이 가장 큰 경우는 누출공의 크기가 4mm인 경우로 10m

지점에서 약 16kW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8mm일 경우에 대해 지도에 복사열 범위를 적

용하였을 때 Fig. 6-11과 같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복사열 범위는 주유소 안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Table 2-9. The effects of radiation heat

누출공(㎜) 관심거리(m)
풍 속(m/s)

0.5m/s 1.5m/s 3.0m/s

2

2.0 2.92 4.18 6.10

5.0 5.14 8.19 14.76

10.0 5.97 2.90 1.61

4

2.0 2.94 4.09 6.10

5.0 4.53 18.49 11.71

10.0 15.57 16.17 5.68

8

2.0 2.77 4.0 5.83

5.0 13.12 7.31 12.66

10.0 13.12 5.72 2.66



Fig. 2-7. Dispersion area and radiation effects of the release through the hole, 2mm

Fig. 2-8. Dispersion area and radiation effects of the release through the hole, 4mm

Fig. 2-9. Dispersion area and radiation effects of the release through the hole, 8mm



2.7.3.2 45 degree Type Release

1) 연소하한계 도달거리(m)

Table 2-10. Distance for LFL

누출공(mm) 농도(mole%)
풍 속(m/s)

0.5m/s 1.5m/s 3.0m/s

2 4.5 mole% 2.64 2.52 2.24

4 4.5 mole% 3.52 3.16 2.93

8 4.5 mole% 3.16 2.88 2.58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누출공의 크기에 따라 연소하한계에 도달하는 거리는 점점 커짐을 볼

수 있으나 누출공이 4mm일 경우 최대가 됨을 볼 수 있고 풍속에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계산

이 되었다. 이것은 CNG 충전소에서 가압된 가스의 압력이 250bar이기 때문에 누출되었을 경

우 속도가 음속을 초과할 정도의 빠른 속도로 누출되므로 생기는 현상이다.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Fig. 2-7, Fig. 2-8, Fig 2-9 같다.

2) 복사열 영향(Jet Flame, kW/㎡)

Table 2-11과 같이 복사열은 거리가 증가할수록 풍속이 증가할수록 복사열의 크기가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Table 2-11에서는 점화 후 복사열 영향이 가장 큰 경우는 누출공의 크기가

8mm인 경우로 2m 지점에서 약 4.8kW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 열의 강도는 사람에게 2도화

상을 미칠 수 있는 정도의 세기이다. 또한, 8mm일 경우에 대해 지도에 복사열 범위를 적용하

였을 때 Fig. 2-13와 같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복사열 범위는 주유소 안에서 영향을 미치

고 있다.

Table 2-11. The effects of radiation heat

누출공(㎜) 관심거리(m)
풍 속(m/s)

0.5m/s 1.5m/s 3.0m/s

2
2.0 2.26 3.18 4.68
5.0 2.07 2.63 3.24
10.0 0.75 0.73 0.71

4
2.0 2.41 3.47 5.12
5.0 2.49 3.32 4.50
10.0 1.27 1.27 1.23

8
2.0 2.29 3.23 4.77
5.0 2.21 2.88 3.75
10.0 0.94 0.89 0.89



Fig. 2-10. Dispersion area and radiation effects of the release through the hole, 2mm

Fig . 2-11. Dispersion area and radiation effects of the release through the hole, 4mm

Fig. 2-12. Dispersion area and radiation effects of the release through the hole, 8mm

Fig. 2-13. Radiation effects of the release through the hole, 8mm



2.7.3.3 Vertical Type Release

1) 연소하한계 도달거리(m)

Table 2-12. Distance for LFL

누출공(㎜) 농도(mole%)
풍 속(m/s)

0.5m/s 1.5m/s 3.0m/s

2 4.5 mole% 0.04 0.09 0.15

4 4.5 mole% 0.05 0.13 0.20

8 4.5 mole% 0.06 0.14 0.22

수직상방향으로의 누출할 경우 연소하한계에 도달하는 거리는 매우 짧다. 그리고 누출공의 크

기가 클수록 풍속이 셀수록 연소하한계 도달거리가 다소 길어짐을 알 수 있으나 다른 각도의

누출에 비교하면 매우 짧다. 이것은 Fig. 2-14에서 수직 상방향으로만 누출이 되기 때문에 나

타나는 현상으로 PHAST는 지면에서의 농도를 계산하므로 매우 짧은 거리로 나타난다. 이 때

의 최대 누출 거리는 8mm, 풍속 3m/s일 경우 0.22m로 나타났다.

2) 복사열 영향(Jet Flame, kW/㎡)

누출 후 점화원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역시 복사열로 인한 피해 면적이 매우

적음을 Table 2-13과 Fig. 2-14을 통하여 알 수 있다. 또한, 다른 방향으로의 누출보다 수직상

방향으로 누출하였을 경우 복사열로 인한 피해가 최소가 된다.

Table 2-13. The effects of radiation heat

누출공(㎜) 관심거리(m)
풍 속(m/s)

0.5m/s 1.5m/s 3.0m/s

2
2.0 1.49 2.14 3.22
5.0 1.06 1.36 1.76

10.0 0.45 0.51 0.56

4
2.0 1.71 2.48 3.79
5.0 1.37 1.80 2.43

10.0 0.66 0.77 0.88

8
2.0 1.54 2.25 3.48
5.0 1.15 1.51 2.03

10.0 0.52 0.60 0.67

Fig. 2-14 Dispersion area and radiation effects of the release through the hole, 8mm



3. LPG 충전소의 영향 평가(Horizontal Type Release)

CNG 충전소의 누출로 인한 확산영향 평가를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위하여 이미 고압가스법

에 의해 설치되어 있는 LPG 충전소를 대상으로 비교평가 하였다. LPG 충전소의 누출은 모두

수평 방향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풍속을 고려하여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LPG는 수송용, 가정용, 산업용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본 논문에서 고려하고 있는 수송

용의 경우도 계절에 따라, 제조 업체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LPG는 부탄이 80%를 차

지하며, 프로판이 20%를 차지한다.

LPG 충전소의 경우 8mm의 hole에서 누출될 경우 기액상 누출을 하므로 연소하한계에 도달

하는 거리는 CNG에 비하여 짧으나 Jet Flame 뿐 아니라 Pool Fire에 의한 복사열 영향이 심

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 연소하한계 도달거리(m)

Table 3-1. Distance for LFL

누출공

(㎜)

농도

(mole%)

풍 속(m/s)

0.5m/s 1.5m/s 3.0m/s

8 1.68 mole% 3.76 3.26 3.12

누출공 8mm일 경우 풍속에 따른 center line 농도 분포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거의 3m내

외에서 폭발하한계 이르는 확산범위를 이루고 있다.

2) Jet Flame에 의한 복사열 영향(kW/㎡)

누출 후 점화원에 의해 화재가 발생한 후 Jet Flame 복사열에 의한 피해 범위를 산정한 결

과 Table 3-2, Fig. 3-1, Fig 3-2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표와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풍속이

셀수록 복사열의 범위가 커짐을 알 수 있다. 또한, Fig. 3-3에서 복사열의 영향범위가 주위 방

화벽에 까지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3-2. Radiation effects of jet flame

누출공(㎜) 관심거리(m)
풍 속(m/s)

0.5m/s 1.5m/s 3.0m/s

8
2.0 2.31 3.0 4.17
5.0 2.48 3.60 5.64
10.0 3.70 6.36 13.28

Fig. 3-1. Foot print for LPG release



Fig. 3-2. Side view for LPG release Fig. 3-3. Radiation effects for jet flame after release of LPG

Fig. 3-4. Radiation effects for jet flame after release of LPG

3) Pool Fire에 의한 복사열 영향(kW/㎡)

Table 3-3 Radiation effects for pool fire

누출공(mm) 관심거리(m)
풍 속(m/s)

0.5m/s 1.5m/s 3.0m/s

8
2 34.37 37.08 39.08
5 18.23 20.39 26.06
10 8.91 9.60 12.22

Pool Fire란 가연성 액체 저장탱크 또는 파이프라인에서 누출된 액체가 지면에 pool을 형성

하여 화재가 발생한 것을 일컫는다. LPG 저장탱크에서의 누출은 2가지 상태 즉, 기체와 액체

의 누출이 일어난다. 이 때 액체의 누출이 평평한 바닥에 pool을 형성하여 점화원에 의해 pool

fire가 생기게 된다. PHAST는 이러한 pool fire에 의한 복사열 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데

Table 3-3에 의하면 풍속이 셀수록 복사열 강도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Fig. 3-6의

경우 LPG 충전소 전체뿐만 아니라 주변 상가와 전철역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복사열이 12.5kW인 경우 주변 콘크리트 방화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 실험에 의하

면 12.5kW인 경우는 콘크리트 벽에 이상을 줄 수 있는 복사열로 평가되고 있다.



Fig. 3-5. Radiation effects for pool fire after release of LPG

Fig. 3-6. Radiation effects for pool fire after release of LPG

4. 결 론

최근 OECD 가입에 따라서 석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이 각 곳에서 펼쳐지고 있다. 그

중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대형 차량의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 오염도를 줄이기 위한 일환 중

하나가 CNG를 이용한 NGV 차량의 개발이다. 또한, NGV 차량을 위한 CNG 충전소의 개발이

한참 진행중에 있다. 그러나 고압가스에 대한 일련의 적쟎은 사고로 인하여 가스에 대한 대국

민 불안감은 더 늘어가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최근 개발중인 CNG 충전소의 누출 및 확산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

하였다. CNG 충전소의 누출 및 확산정도를 비교하기 위해 LPG 충전소에 대한 평가도 병행하

였다. 또한, 이를 위해 2개의 모델을 사용하였는데 ALOHA와 PHAST 모델이 그것이다.

ALOHA와 PHAST 모델을 사용하여 계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ALOHA로는 Footprint를 통한 지면에서의 확산범위를, PHAST를 통하여서는 수직방향으로

의 누출에 관한 확산 범위와 점화시 복사열을 통한 피해범위를 산정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ALOHA 모델을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 60분 누출동안 연소하한계인 4.5V% 및 1.125V%

에 도달하는 거리는 CNG의 경우

① hole의 크기가 2mm, 4mm, 8mm인 경우 풍속에 관계없이 10m이하로 관찰되었고

② 1.125V%에 도달하는 거리는 hole의 크기가 8mm인 경우 풍속이 셀수록 확산거리가 짧

아짐을 알 수 있다.

(2) LPG의 경우 연소하한계인 1.68%에 도달하는 거리는 풍속이 셀수록 확산거리가 짧아짐

을 알 수 있다.

2. PHAST 모델 적용 결과

3가지 경우 즉, 수평형, 45°방향, 수직상방형 누출에 관하여 고찰한 결과 누출 각도가 수평

형으로 기울어질수록 누출거리가 길어지고, Jet Flame 에 의한 복사열 영향범위가 넓어짐을

알 수 있다.

3. LPG 충전소의 누출

연소하한계에 도달하는 거리는 CNG보다 짧으나 Jet Flame에 의한 복사열 영향과 Pool

Fire에 의한 복사열영향은 인근 주변상가 뿐 아니라 그외의 지역에도 영향을 미쳤다.

4. ALOHA모델과 PHAST모델을 사용하여 CNG와 LPG 충전소의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였

다. PHAST를 이용하여 복사열에 의한 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CNG가 LPG 충전소보다

더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