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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수소 취급설비의 화재·폭발 안전성평가 연구

울산대학교 일반대학원

안전보건전문학과

표 돈 영

  2008년 대체에너지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에서 수립․발표한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에서는

성장동력화 9대 중점분야에 대한 구체적 실천계획이 제시되었다. 특히 수소분야는 연료전지차 

보급 확대를 위해 대용량 수소충전소 설치․운영을 위해 2017년 까지 918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7년 현재 전국적으로 수소 취급설비는 총 1,287개 시설이 있고 이 중 수소연료전지차량용 

수소충전소는 총 19개소가 있다. 

  최근 10년간 크고 작은 수소에 의한 화재․폭발 및 누출 사고가 총 12건 발생하였으며, 이중 

대다수의 사고에서는 부상자 또는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최근 수소 연료전지차의 개발과 보급이

가속화되고 있고, 이에 따른 인프라 확대로 수소충전소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소 취급설비 현황, 그간의 사고발생 현황 및 법적 규제현황, 고압의 수소를 

취급하는 수소충전소의 폭발위험장소 종별 및 범위를 법적 사항인 KS C IEC 60079-10-1: 2015에

따른 산출과정에서 조건변수 변화에 따른 위험장소 범위를 산출하고 CFD(Computational Fluid 

Dynamics) 결과를 비교하여 조건변수 설정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수소 누출 사고 시나리오를 

선정하여 피해영향을 평가하고자 한다.

  수소 취급설비의 안전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 

적용되어 관리되고 있고, 충전시설의 경우는 ‘융․복합, 패키지형 및 이동식 자동차충전소 시설

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시설에 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 특례기준에 따른 수소 충전기의 위험장소 범위는 ‘충전호스길이(m) + 1.0(m)’로 

규정하고 있으나, KS C IEC 60079-10-1: 2015(장소 구분-폭발성 가스 분위기)에 따라 누출원 및 

누출 특성, 누출등급, 누출구멍 크기 등을 변수로 하여 해당 지역의 폭발위험장소 등급 및 

범위 설정의 적정성 검토를 실시한 결과, 누출구멍 단면적(mm2) 및 누출 유형(고속의 제트, 

저속의 확산)에 따라 특례기준 대비 최대 약 7배 정도 폭발위험장소 범위가가 넓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확한 유체의 유동현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한 CFD 분석 결과는 폭발위험장소

범위 1.6 m이며, 초과된 0.6 m는 충전호스의 거치 상태와 충전 시 “U”자 행태로 인한 거리 단축을

고려하면 특례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술기준은 적합한 결론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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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의 빠른 확산성, 매우 낮은 최소점화에너지 등의 특성으로 누출 시에는 화재․폭발 가능성이

높고,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고압의 수소 분출 시 자기발화가 가능성이 높은 

수소는 개방된 공간에서 누출될 때 즉시 점화하여 Jet fire가 발생한다. 누출 확산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누출원에서 일정거리까지 Jet effect가 일어나고, 끝나는 지점에서는 수소 증기운의

Built up 현상으로 증기운이 형성하여 이로 인한 증기운 폭발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점화 

시점에 따라 Jet fire 또는 증기운 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따라서 누출원 위치

별로 Jet effect를 고려하여 발생 가능한 Jet fire 또는 증기운 폭발에 대한 피해최소화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건물 내부의 수소 압축기 배관에서의 누출은 누출 2초 정도에 건물 내부가 폭발범위에 들어

오며 2초 경과 후 점화될 경우 최대 과압이 13.21 kPa까지 형성되므로 건물 내부 설비의 파손에

의한 연쇄 폭발로 이어지고, 건물 외부의 다른 LPG 충전소, CNG 충전소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건물 내부의 누출은 피해최소화 대책에 앞서 원천적으로 수소 

누출을 방지하거나 누출 감지 시 누출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인터록 시스템 등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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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1 연구배경

  석유화학공장의 증류탑, 반응기 등의 화학설비는 고온·고압으로 운전하여 

인화성 액체나 인화성 가스에 의한 화재·폭발 또는 급성독성물질 누출과 같은 

대형사고 발생 위험이 있다. 인화성 가스인 수소 취급설비에 대하여 석유화학공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정안전관리제도,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고압가스 정기

검사 등의 제도를 통하여 관리하고 있다.

  특히, 수소는 석유화학공장의 부생가스로 생산되며 이를 저장하여 산업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다. 2008년에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등 성장동력화 9대 중점분야를 선정하고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발표

하였다. 수소분야는 2017년까지 918억을 지원하였고, 수소 인프라구축 기술은 주로 

연료전지차 보급 확대를 위한 대용량 수소스테이션(수소충전소) 개발을 지원하였으며, 

수소자동차 시대를 대비하여 전국 주요 거점에 수소충전소를 운영하는 연구를 활발

하게 추진 중이다[1]. 또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 등에 따라 수소자동차 관련 인프라 

확대로 수소충전소가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초고압 수소 취급설비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책적으로는 수소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조건인 수소충전소 인프라 확대를 

위하여 융·복합, 패키지형 및 이동식 자동차충전소 설치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이

2016년 7월 7일 제정된 이후 3회에 걸쳐 개정·시행되면서 수소충전소의 설치에 

관한 기준이 완화되었다. 수소의 화재·폭발 위험과 관련하여 충전설비 주변의 

폭발위험장소 종 및 범위를 KS C IEC 60079-10-1: 2015 규정 이외에 예외조항을 

따를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존의 압축도시가스(CNG) 충전소,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주유 취급소를 하나의 사업소 내에 설치·운영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소 내의 수소충전소와 다른 충전·주유설비와의 안전거리 규정을 합리적으로 

완화하였다. 또한 수소충전소의 안전성평가를 위하여 합리적인 안전거리[2], 사고 

시나리오 개발[3], 피해영향평가[4] 등 연구가 진행되었다.

  수소는 가장 가벼운 기체로 빠른 확산하는 성질이 있으며, 다른 탄화수소계 물질 

보다 넓은 범위의 폭발한계를 갖고 있으며, 최소점화에너지가 낮은 물질로 700 bar 

이상의 고압으로 운전되는 수소 충전시설은 화재·폭발 예방 측면에서 보다 엄격한

기술기준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소충전소의 충전설비 부분의 폭발위험장소 설정의 적정성과

수소 충전호스 파열에 따른 수소 확산 형태 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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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내용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국내 수소 취급시설 현황과 수소충전소 설치 현황, 

수소로 인한 화재·폭발, 누출 사고와 관련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10년간의 가스

사고 현황 등을 통하여 수소산업 전반에 걸친 산업규모와 수소 가스 사고발생 현황을

조사하였다.

  수소충전소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인화성 가스를 취급하는 설비로 여러 가지 안전

조치사항이 있으며, 융·복합, 패키지형 및 이동식 자동차충전소 설치기준 등에 관

한 특례기준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에서 정하는 기술기준 중 화재·

폭발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기준을 검토하였다. 

  문헌을 통하여 수소의 물리화학적 특성, 화재·폭발 특성을 조사하여 다른 탄화

수소에 비해 수소의 위험성을 조사하였고, 가스 폭발위험장소 설정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수소 취급설비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0조 및 KS C IEC 60079-10-1: 2015에 따라 폭발위험장소를 설정·관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융·복합, 패키지형 및 이동식 자동차충전소 설치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에는 충전설비 주변의 위험장소 종 및 범위를 별도 예외조항으로 

신설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KS C IEC60079-10-1: 2015 및 KGS 코드(KGS GC101 

2018)에서 정하는 폭발위험장소 설정 절차에 따라 여러 입력조건 변화를 고려한 

산출결과를 비교·검토하고, 결과 검증을 위하여 전산유체역학(CFD,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시뮬레이터인 FLACS(Flame ACceleration Simulator)를 사용하여 

폭발위험장소 설정과정의 신뢰도를 확인하고, 특례기준의 충전설비의 폭발위험장소 

종과 범위에 대한 예외조항 적정성을 평가하였다.

  기존의 CNG 충전소, LPG 충전소, 주유 취급소에 추가로 수소충전소 건설이 용이

하도록 입지규제 개정에 따라 수소충전소의 주요 설비인 수소 압축기와 디스펜서 

충전설비(충전기)에서의 배관 및 충전호스 파열을 시나리오로 선정하여 누출 시 확산

범위와 폭발과압에 대하여 FLACS를 이용하여 피해영향을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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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내 수소산업 및 사고발생 현황

2.1 국내 수소산업 규모

2.1.1 수소 생산능력

  수소의 소비용도는 크게 산업용과 비산업용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최근 비산업용

중 연료전지자동차(수소자동차)에 사용되는 수소가 증가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연간 

생산량은 2006년 약 4,800만톤이었으며, 이중 50%는 암모니아 생산에 사용되고, 약 

30%는 석유정제에 그리고 그 외 금속 및 식품처리 등과 관련된 산업용도로 사용된다. 

국내 수소 생산은 주로 납사(naphtha)로 약 70% 되고, 대부분 석유화학업체로부터 

부산물로 생산되며, 이와 연관된 산업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울산, 여수, 대산 등을 

중심으로 생산량이 집중되어 있다. 국내 수소 생산능력은 총 284만톤/년이며, 자체 

소비를 제외한 외부 공급량은 약 21만톤/년 규모이다. 향후 수송부문에서의 수소 

수요량은 수소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2040년에 1,100만대 이상의 수소자동차가 

운행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수소 소비량은 약 350만톤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25].

  수소자동차에 사용되는 부생수소의 외부 공급량은 표 2-1과 같이 299,300 Nm3/hr

이며, 년 가동일 330일을 기준으로 약 21만톤 규모이다.

Table 2-1 부생수소 외부 공급 가능량[25]

생산공정 생산능력(Nm3/hr) 비율(%)

합계 299,300 100.0

소금물 전기분해 67,500 22.6

납사 분해 161,900 54.1

프로판 탈수소화 14,000   4.7

천연가스 개질 51,600 17.2

메탄올 개질   4,000   1.3

COG(Coke Oven Gas)    300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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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수소 취급설비 현황

  수소 취급설비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특정제조시설, 일반제조시설, 충전

시설, 저장시설, 사용시설로 구분하며, 2017년 가스통계에 따르면 표 2-2와 같이 

수소 취급 시설 수는 특정제조시설 299개, 일반제조시설 48개, 충전시설 121개, 

저장시설 403개, 사용시설 416개로 총 1,287개 시설이 있다.

  수소 제조시설은 업종과 저장능력(또는 처리능력)에 따라 특정제조시설과 일반

제조시설로 나누어지며 특정제조시설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의 공정안전관리

제도와 유사한 안전성향상계획 제출 대상이다. 그 외 수소 제조설비는 일반제조

시설로 구분된다. 고압가스 충전시설은 수소 튜브트레일러 등 충전시설이며, 고압

가스 저장시설은 제조시설 이외의 단독 저장시설을 말한다. 

Table 2-2 2017년 수소 제조·충전·저장·사용 시설 현황[6]

순번 구분 시설 수 비고

1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 299 일정 처리능력 이상 규모의 제조시설

2 고압가스 일반제조시설 48 특정제조시설 이외의 모든 제조시설

3 고압가스 충전시설 121 수소 튜브트레일러 등 충전시설

4 고압가스 저장시설 403 제조시설 이외의 단독 저장시설

5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 416 소량용기 사용시설

  최근 10년간 가스통계(표 2-3)에 따르면 특정제조시설은 2008년 245개에서 2017년

299개로 22% 증가했으며, 수소 충전시설은 2017년 121개로 112.3% 증가했다.

Table 2-3 연도별 수소 제조·충전·저장·사용 시설 현황[6]

순번 구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
245 244 253 263 268 269 281 283 287 299

2
고압가스 

일반제조시설
28 32 35 34 36 39 39 44 44 48

3
고압가스 

충전시설
57 58 59 67 71 74 89 111 111 121

4
고압가스 

저장시설
231 253 269 289 292 304 331 352 370 403

5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
285 278 293 310 321 349 363 378 414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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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소충전소[7]

  수소충전소는 수소자동차의 연료인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장소로서 LPG 충전소, 

CNG 충전소와 유사한 구조의 수소 공급설비이며, 수소공급방식에 따라 중앙공급방식

(off-site)과 현지공급방식(on-site)로 구분된다. 표 2-4는 2017년 8월 현재 국내 

수소충전소 현황이다.

  중앙공급방식(off-site)은 일정지역에서 수소를 대량 생산한 수소를 수소충전소까지 

파이프라인 또는 튜브트레일러로 수소충전소까지 이송하는 형태로 대량으로 수소를 

생산하여 수소생산 비용은 저렴하지만, 수소이송에 따른 추가적인 운송비용이 발생

하는 단점이 있다.

  현지공급방식(on-site) 수소충전소에서 천연가스, LPG 등을 개질하거나 물을 전기

분해하는 수전해 방식으로 수소를 생산하여 수소자동차 및 수소버스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수소생산지역에서 거리상 많이 떨어져 이송비용이 증가할 경우 유리하나,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개질 장치 및 수전해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초기 

수소충전소 설치비용이 높다는 단점이 있다.

Fig. 2-1 수소 파이프라인 공급 예시[7]

  ▪생산 : 석유화학 공장의 부생수소 활용, 천연가스 등 개질방법, 수전해 방법 등

  ▪저장 : off-site 충전소 경우 외부에서 공급받은 수소를 저장하는 장치

  ▪압축 : 수소자동차에 충전하기 위한 수소 압축공정

  ▪축압 : 압축한 고압의 수소를 수소자동차에 충전하기 위한 고압의 수소 저장장치

  ▪냉각 : 고온상태의 압축한 고압의 수소를 냉각공정을 통해 상온으로 유지

  ▪충전 : 고압의 수소를 수소자동차에 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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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4 국내 수소충전소 현황(2017년 8월 기준)[7]

순

번

지

역
주소 생산방식

운영

시기

충전압력

(bar)
종류

운영

현황

1
용

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현대·기아환경기술연구소

부생수소

(튜브트레일러)

2005년 

9월
350/700 off-site 운영중

2
인

천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 가스 

기지(한국가스공사)
NG 개질

2007년 

11월
350 on-site 운영중

3
화

성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현대연구

소로 150(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부생수소

(튜브트레일러)

2008년 

12월
350/700 off-site 운영중

4
화

성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삼존로 200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부생수소

(튜브트레일러)
2009년 700 off-site 운영중

5
서

울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01-1 

현대자동차 양재 그린에너지스테이션

부생수소

(튜브트레일러)

2010년 

5월
350/700 off-site 운영중

6
서

울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481-6 상암수소스테이션
매립가스 개질

2011년 

5월
350 on-site 운영중

7
울

산

울산광역시 남구 매암동

391-142

부생수소

(튜브트레일러)

2012년 

11월
350/700 off-site 운영중

8
광

주
광주광역시광산구오선동573 

부생수소

(튜브트레일러)
2014년 350/700 off-site 운영중

9
충

남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신경리

801-5 내포 수소충전소

부생수소

(튜브트레일러)

2015년 

10월
350/700 off-site 운영중

10
창

원

창원시 의창구 팔룡동 210-2 

팔룡 수소충전소

부생수소

(튜브트레일러)

2017년 

3월
350/700 off-site 운영중

11
울

산

울산광역시 남구 남부순환도로 

465 옥동 LPG 충전소

부생수소

(튜브트레일러)

2017년 

10월
700 off-site 운영중

12
광

주

광주광역시 광산구 복룡동 

94-28 

부생수소

(튜브트레일러)
off-site 건설중

13
강

릉

강원도 강릉시 대전동 897-3

강원테크노파크 내

부생수소

(튜브트레일러)

2018년 

1월
700 off-site 건설중

14
평

창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1-1

부생수소

(튜브트레일러)

2018년 

1월
700 off-site 건설중

15
울

산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1263-3

(경동가스충전소)

부생수소

(튜브트레일러)

2018년 

3월
700 off-site 건설중

16
울

산

울산광역시 남구 신화로 101

(투게더주유소)

부생수소

(튜브트레일러)

2018년 

3월
700 off-site 건설중

17
울

산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덕하로 33(울주종합화물터미널)

부생수소

(튜브트레일러)

2018년 

3월
700 off-site 건설중

18
창

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덕동동

838

부생수소

(튜브트레일러)
700 off-site 건설중

19
창

원

경남 창원시 산구 성주동 175

(불모산 CNG 충전소)

부생수소

(튜브트레일러)
700 off-site 건설중

※사업종료(폐기, 미운영) 충전소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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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수소 사고발생 현황

  2017년 가스사고연감(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표 2-4와 같이 최근 10년간 

수소에 의한 화재·폭발·누출 사고는 12건이며, 10년간 수소, 산소 등 고압가스 

사고 144건 대비 8.3 %에 해당한다. 표 2-5는 수소로 인한 12건의 화재·폭발 사고는

발생형태별로 화재 6건, 폭발·파열 4건, 누출 2건이고, 발생공정별로는 석유화학

공장 등 제조공정에서 6건, 수소가스운반용 차량에서 3건, 이송배관에서 2건, 수소

가스용기에서 1건 발생하였다. 지역별로는 울산에서 6건으로 50 %를 차지하고 있다.

Table 2-5 수소의 화재·폭발·누출 사고 현황[8]

(단위: 건, %)

비율 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합계 100.0 1,341 209 145 134 126 125 121 120 118 122 121

LPG 69.9 937 146 117 92 95 85 86 76 84 75 81

도시가스 19.4 260 39 15 25 25 31 20 28 19 29 29

고압가스 10.7 144 24 13 6 6 9 15 16 15 18 11

산소 2.1 28 3 5 3 3 2 3 1 5 1

암모니아 2.3 31 5 1 1 2 6 5 7 3

수소 0.9 12 1 2 2 1 1 1 3

질소 0.7 9 1 1 1 2 2

CNG 0.5 7 2 1

탄산가스 0.7 10 5 1 1 1 1 1

염소 0.5 7 1 5 1

알곤 0.2 3 1 2

아세틸렌 0.4 6 1 1 1 1 2

모노실란 0.4 5 1 2 1

이산화황 0.07 1 1

염화수소 0.07 1 1

기타 1.8 24 4 4 4 2 2 3 3 2

※ CNG : 고압가스사고에서 도시가스사고로 집계(신설 2010.7.08.)

  표 2-5와 표2-6의 사고발생 현황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6조에 따른 특정고압

가스 시설 등과 관련된 사고이며, 현재까지 수소충전소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수소튜브트레일러 운반용 차량 사고, 수소배관에서의 사고 발생 등을 비추어볼 때 

수소충전소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면 이러한 설비에 대한 사고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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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일자
사고

장소

사고

형태
사고개요

1 ‘17.01.22
울산 

남구
폭발

압축기에서 수소가 누출되어 미상의 점화원에 의하

여 폭발된 사고

2 ‘17.06.28
울산 

남구
화재

압력용기 배관 플렌지에서 수소가 누출되어 미상의

점화원에 의해 화재 발생

3 ‘17.08.10
전남 

여수
화재

반응기 후단에 설치된 고압분리기 상부의 냉각기 부

근에서 수소가 누출되어 화재 발생

4 ‘15.10.08
울산 

남구
누출

지중화선로 공사를 위한 지반조사를 위해 보링작

업을 하던 중 지하에 매설된 가스배관을 손상시켜 가

스가 누출된 사고

5 ‘14.10.27
울산 

남구
누출

A사에서 B사로 공급하는 사업소외 배관의 지상에서

지하로 연결되는 개스킷에서 가스가 누출된 사고

6 ‘13.10.02
인천 

서구
화재

운반차량에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적재한 수

소 용기 밸브의 안전장치가 작동하여 화재가 발생

한 사고

7 ‘11.04.26
인천 

서구
화재

등유, 경유 제조설비 내 탈황시설 반응기로부터 열

교환기로 연결된 배관 플랜지 연결부에서 수소가 포

함된 등유, 경유가 유출되면서 화재가 발생한 사고

8 ‘11.01.10
충북 

진천
화재

수소가스용기를 교체하던 중 누출된 가스가 원인미

상의 점화원에 의해 착화되어 화재가 발생한 사고

9 ‘10.12.20
울산 

남구
화재

중질유 분해공장 내 수소제조공정에서 촉매재생작업

완료에 따른 질소퍼지를 실시하고, 배관 연결작업을

위해 질소퍼지배관 분리작업 중에 수소배관 맹판에서

수소가 누출되면서 미상의 점화원에 의해 화재가 

발생한 사고

10 ‘10.07.22
울산 

남구
파열

설탕류 제조공정에서 사용된 수소배관에서 원인미

상의 파열이 발생한 사고

11 ‘10.03.26
전북 

군산
파열

200 bar로 충전되어 있던 수소가스용 차량에 고정된

용기 운반차량에서 품질검사용 가스를 소형용기로 

채취하던 중 차량에 고정된 용기 9개가 용기 내부 

또는 밸브에서 원인미상의 점화원에 의해 폭발·파열

비산된 사고

12 ‘08.09.26
인천 

남구
폭발 차량 내 수소가스가 체류되어 폭발한 사고

Table 2-6 최근 10년간 수소의 화재·폭발·누출 사고 현황[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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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수소 취급설비에 대한 법적 규제 현황

3.1 폭발위험장소 설정·관리 및 방폭구조의 전기기계기구 사용

3.1.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폭발위험장소 설정·관리

  인화성 가스인 수소를 취급하는 장소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0조 

및 관련 KS 규격에 따라 폭발위험장소를 설정·관리를 하여야 한다[10]. 표 3-1과 

같이 2015년 IEC 규격이 개정됨에 따라 IEC 60079-10-1: 2015에 부합하도록 KS 

규격이 KS C IEC 60079-10-1: 2015로 2017년 11월 6일자로 개정되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상 현행 KS 규격인 KS C IEC 60079-10-1: 2015에 의해서만 폭발

위험장소 설정 및 관리하여야 한다.

Table 3-1 최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폭발위험장소 설정 이력[10]

시기 산업안전보건법 및 KS 규격 IEC

2011.07.06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한국산업

표준(KS)에 따르도록 전면 개정

▪KS C IEC 60079-10: 2007

▪KS C IEC 60079-10-1: 2012 개정(2012.06.05)

2017.11.06 ▪KS C IEC 60079-10-1: 2015 개정(2017.11.06) IEC 60079-10-1: 2015

  가스 폭발위험장소 내에 설치하는 전기기계기구는 같은 규칙 제311조 및 KS C 

IEC 60079-14에 따라 해당 종에 적합한 방폭구조의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10], 다른 인화성 가스와 다르게 수소가스는 가스그룹 선정에 주의

하여야 한다.

  인화성 가스나 인화성 액체의 증기는 폭발에 의한 화염이 좁은 틈을 통과하게 

되면 냉각되어 소멸되는데 이것은 틈의 폭, 길이, 가스의 성질에 따라 달라지며, 

그림 3-1과 같이 표준용기에 의해 외부가스가 폭발하지 않는 값인 최대안전틈새

(MESG, Maximum Experimental Safe Gap) 값에 따라 폭발성 가스를 분류하여 등급을

정한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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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 MESG 측정장치[11]

  방폭기기의 종류 중 내압 방폭구조를 대상으로 하는 가스 또는 증기 그룹은 

MESG 값에 따라 표 3-1과 같이 분류하며, MESG가 0.5 mm 이하인 ⅡC에 해당하는 

물질은 아세틸렌, 수소 등이 있다. COG(Coke Oven Gas)는 수소, 일산화탄소, 메탄 

혼합물이며, 수소와 일산화탄소 부피농도가 75% 보다 작으면 가스그룹이 ⅡB이며, 

그 외는 ⅡC를 적용한다[11].

Table 3-2 내압방폭구조의 가스그룹[11]

가스그룹 MESG 가스 종류

ⅡA
MESG ≥ 0.9

mm

Methanol, Benzene, Methane, Ethane, Propane, 

Cyclopropane, 2-Butanol, Ethylbenzene, Styrene, 

n-Butane, Vinyl acetate, m-Xylene, Toluene, 

Phenol, Hexane, Cyclohexane, Propene, Heptane, 

Cyclobutane, Ammonia, Kerosene

ⅡB
0.55 mm <

MESG < 0.9 mm

Formaldehyde, Ethanol, 1,3-Butadiene, 2-Propenal, 

Furan, Ethyl methyl ether, 2-Butene, 

ⅡC
MESG ≤ 0.55

mm

Acetylene, Carbon disulfide, Hydrogen, 

Dichlorodiethylsilane, COG(Coke Oven G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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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폭발위험장소 설정·관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적용을 받는 가스시설 주변에 형성될 가능성이 있는 폭발

위험장소의 종류의 구분 및 범위산정에 대한 자세한 기준은 KGS GC101 2018에 

따르도록 규정[12][13]하고 있으며, KGS GC101 2018은 KS C IEC 60079-10-1: 2015와

용어상의 차이는 있지만 동일한 기준이다.

  또한 수소충전소와 관련된 융·복합, 패키지형 및 이동식 자동차충전소 설치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에는 가연성 가스가 폭발할 위험이 있는 농도에 도달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등급은 0종 장소, 1종 장소 및 2종 장소로 분류하며, 위험장소 등급과 

범위의 결정은 KS C IEC 60079-10-1: 2015에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충전

설비 주변의 위험장소 등급 및 범위는 표 3-3의 기준에 따를 수 있도록 예외 규정

으로 하고 있다[14].

Table 3-3 충전설비 주변의 위험장소 등급 및 범위[14]

적용대상 위험장소 등급 위험장소 범위(m)

수소 충전기 2종 장소 충전호스길이(m) + 1.0

압축도시가스 충전기 2종 장소 충전호스길이(m) + 0.5

액화석유가스 충전기 2종 장소 충전호스길이(m)

3.1.3 충전설비 주변의 폭발위험장소 등급 및 범위 산정 관련 법적사항 비교

  고압가스 충전설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에 해당하며 폭발위험장소 설정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KS C IEC 60079-10-1: 2015에 적용을

받는다. 

  반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은 KS C IEC 60079-10-1: 2015와 동일한 내용의 KGS 

GC101 2018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소·압축도시가스·액화석유가스 

충전기에 대하여는 표 3-3과 같이 위험장소 등급은 2종 장소, 위험장소 범위는 

충전호스길이(m)에 각각 1 m, 0.5 m, 0 m를 추가로 확대하는 것으로 범위를 정하고

있다.

  표 3-3의 위험장소 등급과 범위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단서조항이 아니므로, 표 3-3의 위험장소 범위가 산업안전보건법상 KS C IEC 

60079-10-1: 2015에 따른 산출결과와 비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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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수소 충전시설의 안전거리(배치기준)

3.2.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거리

  수소를 저장·취급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발이나 

화재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표 3-4에 따라 설비 및 시설 간에 충분한 안전

거리를 유지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거리 또는 보유공지를 유지하거나,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피해최소화를 위한 위험성평가를 통하여 그 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에 예외 규정이 있다[10].

Table 3-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거리[10]

구분 안전거리

1.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로부터 다른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의 사이

설비의 바깥 면으로부터 10미터 이상

2. 플레어스택으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위험물질 저장탱크 또는

위험물질 하역설비의 사이

플레어스택으로부터 반경 20미터 이상. 다만, 

단위공정시설 등이 불연재로 시공된 지붕 아래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위험물질 저장탱크로부터 단위

공정시설 및 설비, 보일러 또는 

가열로의 사이

저장탱크의 바깥 면으로부터 20미터 이상. 다만, 

저장탱크의 방호벽, 원격조종화설비 또는 

살수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4. 사무실ㆍ연구실ㆍ실험실ㆍ정비실 

또는 식당으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위험물질 저장탱크, 

위험물질 하역설비, 보일러 또는

가열로의 사이

사무실 등의 바깥 면으로부터 20미터 이상. 

다만, 난방용 보일러인 경우 또는 사무실 등의

벽을 방호구조로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소 취급설비를 단위공정시설로 볼 때 다른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의 바깥 면으로

부터 10 m 이상, 플레어스택과 20 m 이상, 위험물질 저장탱크와 20 m 이상, 사무실·

연구실·실험실·정비실·식당과는 20 m 이상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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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배치기준

  수소 충전소는 융·복합, 패키지형 및 이동식 자동차충전소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및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등에 따라 시설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제조식·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 배치기준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제1종 보호시설과 제2종 보호시설과 일정 거리를 이격하는 규정이다. 

표 3-5의 보호시설은 제1종 보호시설과 제2종 보호시설로 구분하고, 학교, 유치원, 

병원, 주택 등을 말한다[12][14].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의 배치기준상 안전거리는 사업장 내의 단위공정설비, 

사무실 등 근로자가 상주하는 장소의 안전거리가 아닌 사업장 외의 학교, 유치원, 

병원 주택 등의 일반인이 상주하는 시설과의 이격거리를 말하며, 사업장(사업소) 내의

보호시설과의 이격거리는 적용받지 않는다.

Table 3-5 보호시설[12]

보호시설 종류 보호시설 대상

제1종 보호시설

가. 학교ㆍ유치원ㆍ어린이집ㆍ놀이방ㆍ어린이놀이터ㆍ학원ㆍ병원

(의원을 포함한다)ㆍ도서관ㆍ청소년수련시설ㆍ경로당ㆍ시장

ㆍ공중목욕탕ㆍ호텔ㆍ여관ㆍ극장ㆍ교회 및 공회당(公會堂)

나.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로서 사실상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천㎡ 이상인 것

다. 예식장ㆍ장례식장 및 전시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3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건축물

라.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로서 2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건축물

마.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

제2종 보호시설

가. 주택

나.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로서 사실상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00㎡ 이상 1천㎡ 미만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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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

  처리시설 및 저장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표 3-6의 거리 이상을 유

지하되, 사업소에 있는 보호시설 및 전용공업지역에 있는 보호시설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4].

Table 3-6 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과 보호시설과의 거리[12]

처리능력 및 

저장능력
제1종 보호시설 제2종 보호시설

1만 이하 17m 12m

1만 초과

2만 이하
21m 14m

2만 초과

3만 이하
24m 16m

3만 초과

4만 이하
27m 18m

4만 초과

5만 이하
30m 20m

5만 초과

99만 이하

30m(가연성가스 저온저장탱크는 






20m(가연성가스 저온저장탱크는 

2
25

X+10,000m)

99만 초과
30m(가연성가스 저온저장탱크는 

120m)

20m(가연성가스 저온저장탱크는 

80m)

나.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

  저장설비(차량에 고정된 2개 이상을 이음매가 없이 연결한 용기)는 그 외면으로

부터 보호시설까지 표 3-6의 거리 이상을 유지하되 사업소 안에 있는 보호시설 및 

전용공업지역 안에 있는 보호시설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저장설비와 충전설비 사이에는 8 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되, 저장설비와 충전

설비 사이에 방호벽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

  저장설비·처리설비·압축가스설비 및 충전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소 경계

까지 10 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되, 저장설비·처리설비 및 압축가스설비의 

주위에 방호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5 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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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설비로부터 30 m 이내에 보호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처리설비의 주위에 가스

폭발에 따른 충격을 견딜 수 있는 철근콘크리트계 방호벽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저장설비·처리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소경계까지 10 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되, 처리설비 주위에 철근콘크리트계 방호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5 m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다. 가항 및 나항의 안전거리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의 완화 규정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처리설비 및 저장설비와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설비의 

처리설비, 압축가스설비 및 저장설비와 보호시설과의 거리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에는 방호벽 등으로 차폐할 경우에는 예외하도록 완화하고 있다.

3.2.3 수소 충전시설의 안전거리(배치기준) 관련 법적사항 비교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수소를 저장·취급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는 폭발이나

화재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시설 간의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사업장

(사업소) 내의 단위공정설비, 위험물질 저장탱크, 사무실 등과의 이격거리를 말하는 

반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거리는 사업장 내가

아닌 외부의 학교, 유치원, 병원, 주택 등의 보호시설과 일정거리를 두도록 하는 

규정이므로 각각의 법에서 요구하는 목적이나 보호대상이 다르다. 이 부분에 대하여

사업소 내의 다른 설비와의 안전거리와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3-6은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설비와 사업장 내 보호시설, 설비 간의 안전

거리를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비교하여 나타냈다. 제조식 수소

자동차 충전 처리설비와 충전소 내 사무실 등 보호시설은 30 m인 반면 산업안전

보건법은 20 m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은 철근콘크리트

방호벽을 설치하여 안전거리 이내로 배치할 수 있도록 완화된 규정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상이한 안전거리와 예외규정은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하여 산업안전

보건법을 적용할 경우에 설비 간, 설비와 사무실 간의 안전거리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관련법의 정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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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7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거리 비교[10][12][14]

구분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산업안전

보건법

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

◾처리설비(충전설비 제외)와 사업소 내

보호시설

30 m

(예외 : 철근콘크리트 방호벽)a
20 m

◾충전시설의 고압가스설비와 다른 

가연성 가스 제조시설의 고압가스 설비

5 m

(예외 : 방호벽)b
10 m

◾충전시설의 고압가스설비와 산소 

제조시설의 고압가스설비
10 m 10 m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

◾저장설비와 충전설비
8 m

(예외 : 방호벽)a
-

a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b  융·복합, 패키지형 및 이동식 자동차충전소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에 

따라 수소 충전시설과 압축도시가스 충전시설 사이의 방호벽을 설치하여 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수소 충전설비와 압축도시가스 충전설비 사이는 

방호벽 없이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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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수소에 대한 폭발·화재 위험성 검토

4.1 수소의 특성

4.1.1 수소의 물리화학적 특성

  수소는 무색, 무취, 무미의 가연성 기체로 독성이 없는 물질이며, 대기온도와 

대기압에서 가스로 존재한다. 수소 기체의 밀도는 0 ℃, 1 atm에서 83.764 g/m3이고, 

공기에 대한 비중은 0.0695이며, 기체 중에서 최소의 가스밀도와 최대의 확산속도를 

갖는다. 수소기체의 밀도는 절대온도에 거의 반비례하여 변화하고 있지만, 압력에는 

반드시 비례하여 변화하지 않으며, 100 bar 이상의 고압에서는 압력에 의한 변화율은

비교적 작다. 수소는 동일 조건으로 비교해서 가장 확산하기 쉬운 기체이며, 25 ℃, 

1 atm에서 공기 중의 확산계수는 0.710 cm2/s로서 산소의 경우보다 약 3.4배 정도 

크며, 부상속도도 1.2 ~ 9 m/s로서 비교적 큰 편이다[15].

  그 밖의 수소의 물성과 성질은 표 4-1과 같다.

Table 4-1 수소의 물성과 성질[16]

Molecular weight 2.01594

Chemical formula H2

Normal Temperature and Pressure

Density of the gas 83.764 g/m3 0.00523 lbm/ft3

Specific heat at constant pressure, Cp 14.89 kJ/kg·K 3.559 Btu/lbm·°R

Specific heat ratio, γ = Cp/Cv 1.383

Viscosity 8.81 μPa·s 0.00881 centipoise

Thermal conductivity, k 19.14 μW/m·K 0.111 Btu/ft·h·°R

Critical Point

Temperature 32.976 K -400.6 ℉

Pressure 1,292.8 kPa abs 187.5 psia

Density 31.43 kg/m3 1.96 lbm/ft3

Viscosity 3.5 μPa·s 0.0035 centipoise

Normal Boiling Point

Normal Boiling Point 20.268 K -423.2 ℉

Density of Vapor 1.338 kg/m3 0.0835 lbm/ft3

        of liquid 70.78 kg/m3 4.42 lbm/ft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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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수소의 화재·폭발 특성

  수소는 무색, 무취, 무미의 가연성 기체로 가장 가벼운 물질이며, 공기 중에 연소

될 때 옅은 청색을 띠며 거의 육안으로 볼 수 없다. 자연발화온도(ignition 

temperature)는 대기압 하에서 566 ℃ ~ 579 ℃이다. 폭발한계(flammable limits)는 

대기압 조건에서 건조한 공기에서는 4.0 % ~ 75.0 %이며, 대기압 조건에서 건조한 

산소에서는 4.6 % ~ 93.9 %이다. 공기나 산소에서의 폭발한계는 압력, 온도, 수증기 

함량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17].

가. 넓은 범위의 폭발한계[15]

  수소와 공기 또는 수소와 산소는 넓은 조성 범위에서 폭발분위기를 형성한다. 

수소의 volume %로 나타내는 폭발한계(flammability limits)는 가연성 가스와 공기 

또는 산소와 혼합하였을 때 점화원에 의해 발화 또는 연소하는데 필요한 가연성 

가스의 농도로 정의한다. 폭발한계는 최소점화에너지, 온도, 압력, 불연성 가스 존재

여부, 시스템의 구성 등에 따라 달라진다.

  101.3 kPa(14.7696 psia) 건조공기에서 수소의 폭발한계는 4.1 % ~ 74.8%이며, 

산소 분위기에서는 4.1 % ~ 94 %로 넓게 나타나며, 이 수치는 위쪽 방향으로의 

화염전파(flame propagation)에 적용할 수 있으며, 다른 방향에 따른 전파의 영향은 

표 4-2와 같으며 질소, 산소, 수소의 농도별 폭발한계는 그림 4-1과 같다.

Table 4-2 수소의 폭발한계[15]

Upward 

Propagation

Downward 

Propagation

Horizontal 

Propagation

LFL UFL LFL UFL LFL UFL

Hydrogen in air and oxygen at 101.3 kPa

H2 + air

   Tubes 4.1 74.8 8.9 74.5 6.2 71.3

   Spherical Vessels 4.6 75.5 - - - -

H2 + oxygen 4.1 94.0 4.1 92.0 - -

Hydrogen plus inert gas mixtures at 101.3 kPa

H2 + He + 21 vol% O2 7.7 75.7 8.7 75.7 - -

H2 + CO2 + 21 vol% O2 5.3 69.8 13.1 69.8 - -

H2 + N2 + 21 vol% O2 4.2 74.6 9.0 7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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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 수소의 폭발한계[16]

나. 수소의 자연발화온도(Autoignition Temperature)

  수소는 산소와 공기에서 점화될 가능성이 비슷할 정도로 공기 중에 노출되었을 

때 자동점화 되기 쉽다. 점화온도는 기상의 수소농도와 주변 압력, 용기 표면처리 등에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101.3 kPa의 압력하의 공기 중에서 773 K ~ 850 K, 산소 

중에서는 773 ~ 833 K 이다.

다. 낮은 최소점화에너지(MIE, Minimum Ignition Energy)

  점화원이란 물질이 연소하는데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화재·폭발을 예방하는데 

있어서 위험한 물질의 조성관리와 함께 중요한 요소이다. 폭발한계 범위 내의 가연성

혼합기체가 형성되더라도 점화원이 없으면 화재·폭발이 일어지 않으며, 자연발화는

외부로부터 점화원 없이 공기 중에서 스스로 발열하여 그 열이 장기적으로 축정되어

발화점에 도달하여 연소를 일으키는 현상이다. 

  폭발한계 범위 내의 수소가 폭발하려면 점화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가 필요하고, 

이 에너지를 최소점화에너지라고 하며, 일반적인 탄화수소의 최소점화에너지는 0.24 

mJ 정도이다. 수소의 경우 최소점화에너지는 101.3 kPa에서 0.017 mJ로 굉장히 

작은 에너지이며 사람의 정전기와 같은 작은 에너지에서도 점화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5.1 kPa에서 0.09 mJ, 2.03 kPa에서 0.56 mJ로 압력이 낮아질수록 최소점화

에너지는 커지는 경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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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고압의 수소 분출시 자기발화(self-ignition) 위험성

  고압의 수소는 공기 중으로 갑자기 분출될 때 충격파가 공기를 압축하는데, 이것은

접촉면에서 수소를 혼합한다. 또한 공기-수소 혼합물의 온도가 증가하며 발화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많은 연구자들은 수소의 빠른 분출은 즉각적인 발화와 수소의

제트화염 형성을 연구하였다. 그림 4-2는 수소가 분출할 때 연장된 배관의 길이와 

분출 압력과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연구결과이다. 연장된 배관의 길이가 짧을 때 

자기발화(self-ignition)는 쉽게 일어나지 않지만, 분출 압력이 높을수록 자기발화 

가능성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즉, 분출 압력이 높을 때 충격파가 강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수소의 제트 흐름으로 공기 온도가 올라가고 발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이다[18].

Fig. 4-2 수소 분출 시 연장된 배관의 길이와 분출 압력과의 상관관계[18]

  그림 4-2 실험에서 보듯이 고압의 수소가 대기로 분출할 때 자기발화는 분출 

조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분출 배관이 오리피스와 크기가 비슷할수록 자기

발화가 일어난다. 또한 분출 배관이 짧음에도 고압일 때 자기발화가 일어난다. 

또한, 분출 배관이 길수록 제트흐름으로 인해 자기발화 가능성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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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탄화수소계열의 가스와 수소가 다른 점[15]

가. 강력한 반응성

  수소는 발열량이 매우 크기 때문에 화염의 온도가 매우 높고 다양한 연쇄반응 

경로를 가지고 있어서 화학반응속도가 매우 빠른 물질이다. 또한 발광특성이 약하기

때문에 육안으로 관측이 어려운 점도 사고의 위험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나. 빠른 확산성

  수소는 가장 가벼운 기체이므로 공기에서 연소될 경우 열에너지보다 물질의 확산이

3배 정도 빨리 진행된다. 따라서 화염면으로 유입되는 화학에너지가 전도를 통해서 

손실되는 열에너지보다 크기 때문에 일단 연소가 진행될 경우 초과 엔탈피 현상에 

의해 화염을 소염시키기 매우 어렵다.

  또한 지금까지 화염의 희박폭발한계(LFL, Lean Flammability Limit)가 균일한 혼합기

에서 주로 측정되어 왔으나, 수소와 같이 물질의 확산이 빠른 기체에서는 난류 또는

농도구배가 있는 경우 LFL보다 훨씬 낮은 농도조건에서도 연소가 진행될 수 있는 

실험적, 이론적 연구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다. 가벼운 기체

  수소는 누출 즉시 부양 확산(buoyant dispersion)이 되므로 개방된 공간에서는 

증기운이 매우 빠르게 소산되므로 안전 측면에서 중요한 작용을 할 수 있으나, 

밀폐된 공간에서는 천장 쪽에 증기운이 축적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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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수소충전소의 폭발위험장소 설정에 대한 적정성 검토

4.2.1 개요

  폭발위험장소 구분은 폭발성 가스 분위기가 생성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전기

설비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선정, 설치 및 가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환경을 분석하고 구분하는 방법이다. 또한 폭발위험장소 구분은 발화에너지(가스 

그룹) 및 발화온도(온도등급)와 같은 가스 또는 증기의 발화특성을 고려한다. 폭발

위험장소 구분은 위험장소 종별과 그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다[6].

  수소를 취급하는 장소인 수소충전소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고압가스안전

관리법에서 규정하는 KS C IEC 60079-10-1: 2015에 따라 폭발위험장소를 설정 및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융·복합, 패키지형 및 이동식 자동차충전소 설치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79호)에서는 수소충전기의 경우 2종 

장소, 위험반경은 충전호스길이(m) + 1.0 m로 규정하고 있으므로[14], 산업안전보건

법에 따른 KS C IEC 60079-10-1: 2015에서 규정[10]하고 있는 폭발위험장소 설정 

기준에 적합한지 검토가 필요하다.

Fig. 4-3 수소 충전시스템 개념도

  그림 4-3은 저장식 수소 충전시스템 개념도로 수소 튜브트레일러를 통해 운송되어

수소압축기를 이용하여 수소 저장탱크에서 저장하고, 수소자동차(수소연료전기차, 

FCEV, Fuel Cell Electric Vehicle)에 충전할 경우 수소 압축기를 통하여 870 bar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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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하여 디스펜서를 통해 700 bar(at 15 ℃)의 압력으로 충전하는 시스템으로 구성

되어 있다. 수소충전소에서 수소자동차에 반복적으로 충전하는 설비인 디스펜서 충

전호스 노즐에 대하여 폭발위험장소를 검토하였다. 폭발위험장소 적용범위에 대하여

KS C IEC 60079-10-1: 2015의 설정 방법과 CFD를 이용하여 폭발위험장소 설정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였다.

4.2.2 KS C IEC 60079-10-1을 이용한 폭발위험장소 설정

가. 누출원 및 누출 특성

  누출원을 식별하고 누출등급을 정하는 것은 폭발위험장소를 구분하는 데 있어 

기본 요소이다. 폭발성 가스 분위기는 공기 중에 인화성 가스 또는 증기가 존재

하는 경우에만 생성되기 때문에 이러한 인화성 물질이 해당 장소에 존재할 수 있는 

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정설비 내의 인화성 분위기가 조성될 우려가 있는 

장소나 인화성 물질의 누출로 공정설비 외부에 인화성 분위기가 조성될 우려가 있는

곳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19].

  누출 특성은 인화성 물질의 물리적 상태, 온도 및 압력에 따라 달라지며 파이프 

접속부, 펌프, 압축기 실(seal) 및 밸브 패킹 등의 단위장치로부터의 누출은 주로 

적은 양으로 시작한다. 누출의 모든 형태는 가스 또는 증기 누출로 이어지고, 가스 

또는 증기는 부력, 중립부력 또는 가라앉는 형태로 나타난다[19].

  가스 누출은 누출지점의 압력에 의존하고, 누출원에서 가스 제트나 가스 기중

(plume)을 만들며, 가스의 상대밀도, 난류 혼합도 및 공기의 주요 이동은 모든 가스 

운(cloud)의 이동에 영향을 미친다. 잔잔한 상태에서 공기보다 현저히 가벼운 가스

(수소, 메탄 등)의 저속 누출은 위 방향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으나, 현저히 무거운 

가스는 지표면에 체류하는 경향이 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대기 난기류는 누출 

가스와 공기의 혼합을 야기하고 중립부력이 된다[19]. 고압으로 분출된 700 bar의 

수소는 최초에는 주위 공기와 혼합된 난류 제트 분출을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고압의 가스 팽창으로 인한 열역학적 영향이 나타나며, 가스가 누출되면 가스는 

팽창으로 냉각되며 공기보다 무겁게 되어 아래로 가라앉는다. 그러나 줄-톰슨

(Joule-Thomson) 효과로 인한 냉각은 공기에 의해 공급된 열을 상쇄시킨다. 그 결과 

가스 운은 중립부력이 된다. 수소의 경우에는 역 줄-톰슨 효과를 나타내므로 팽창

으로 가열되어 절대로 공기보다 무거워지지 않는다[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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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누출등급 평가

  누출등급은 표 4-7에서와 같이 폭발위험장소 종을 선정하는데 주요한 인자이며 

연속 누출등급, 1차 누출등급, 2차 누출등급으로 나누어진다. 연속 누출등급은 대기와

연결된 고정 통기장치(vent)가 설치된 저장탱크 내부의 인화성 액체 표면과 같이 

연속적으로 누출되는 것이며, 1차 누출등급은 정상작동 중에 인화성 물질의 누출이 

예상되는 펌프, 압축기 또는 밸브류의 밀봉부(seal), 정상작동 중에 인화성 물질의 

누출이 예상되는 릴리프 밸브(relief valve)와 같은 것을 말한다. 2차 누출등급은 

정상작동 중에 인화성 물질의 누출이 예상되지 않는 펌프, 압축기 또는 밸브류의 

밀봉부(seal), 정상작동 중에 인화성 물질의 누출이 예상되지 않는 릴리프 밸브

(relief valve), 정상작동 중에 인화성 물질의 누출이 예상되지 않는 플랜지, 연결부

(connections), 배관 피팅부 등과 같은 것을 말한다[7].

  일반적으로 정상작동 상태에서 발생되지 않는 모든 누출은 2차 누출로 간주되며, 

2차 누출등급의 개념은 누출이 아주 짧은 시간만 발생한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한다. 

이는 누출현상이 발생하자마자 즉시 이를 감지하여 진행되는 누출원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취한다는 전제를 하고 있는 것이다[7].

  따라서 수소 충전소 설비 중 디스펜서 수소 충전호스와 수소자동차 주입구 연결부에

대하여 누출원으로 정하고, 누출등급을 2차 누출등급으로 정할 때에 이러한 누출에 

대한 신속한 누출감지와 누출 확산방지 조치가 이루어진다는 가정을 하여야 한다.

다. 누출 구멍 크기

  연속 누출등급과 1차 누출등급에서 누출 구멍 크기는 누출 오리피스의 형태와 

크기에 의해 정해지며, 2차 누출등급의 누출 구멍 크기는 고정부의 기밀 부위에서 

누출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고압수소설비의 기밀성을 고려하여 표 4-3의 권고사항 

중 가장 작은 누출구멍 단면적으로 하여 0.025 mm2로 선정하였다.



- 25 -

Table 4-3 2차 누출등급에서의 누출구멍 단면적(권고)[19]

구분 항목

누출 고려 사항

누출 개구부가 

확대되지 않는 

조건에서의 

일반 값

S(mm2)

누출 개구부가 

부식 등에 의해 

확대될 수 있는 

조건에서의 

일반 값

S(mm2)

누출 개구부가 심한 고장 

등에 의해 확대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일반 값

S(mm2)

고정부의 

기밀 

부위

압축섬유 

개스킷류의 

플랜지

≥ 0.025 ~

0.25
> 0.25 ~ 2.5

(두 볼트 사이의 거리) ×

(개스킷 두께) 보통 ≥ 1

mm

나선형 

개스킷류의 

플랜지

0.025 0.25

(두 볼트 사이의 거리) ×

(개스킷 두께) 보통 ≥ 0.5

mm

링 형태 

조인트 

연결 부품

0.1 0.25 0.5

50 mm

이하 구멍 

연결부a

≥ 0.025 ~

0.1
> 0.1 ~ 0.25 1.0

저속 

구동 

부품류의 

기밀 

부위

밸브 스탬 

패킹
0.25 2.5

제조사 자료 또는 

공정설비 배치에 따라 

결정, 2.5 mm2 미만b

압력방출 

밸브b

0.1 × (오리피스 

부위)
NA NA

고속구동 

부품류의 

기밀 

부위

펌프,

압축기c NA ≥ 1 ~ 5

제조사 자료 또는 

공정설비 배치에 따라 

결정, 최소 5 mm2 d, e

비고 기타 일반적인 값은 특정 응용에 대한 관련 국가 또는 산업코드에서 구할 

수 있다.

a 소구경 배관의 링 조인트, 나사 연결, 압축 조인트(예: 금속 압축 피팅) 및 래피드

조인트에 제안되는 누출 구멍 단면적
b 여기에서는 밸브의 완전 개방을 전제하지는 않지만, 밸브 부품의 고장으로 다양한

누설이 있을 수 있다. 특이한 경우, 제안된 것보다 큰 누출 구멍 단면적을 가질 

수 있다.
c 왕복 압축기 - 압축기의 프레임과 실린더 에서는 통상 누출이 일어나지 않지만,

공정설비의 피스톤 로드 패킹과 다양한 배관 연결부에서 누설이 일어난다.
d 장비 제조자 데이터 – 예상되는 고장의 경우, 그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장비

제조자의 협력 필요(예: 밀봉장치 관련 세부 도면의 이용성)
e 공정설비 배치 – 특정 상황(예: 사전 연구), 인화성 물질의 최대 허용 누출률로 

정의하는 운전분석은 장비 제조자 데이터의 부족을 보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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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가스의 누출률

  누출원이 주어진 경우 누출률은 누출압력에 따라 증가하고 아음속(음속 이하) 

누출에서 누출속도는 공정압력과 관련이 있으며, 고속으로 누출되는 가스는 공기에 

혼합되어 자체적으로 희석될 수 있으나 폭발성 가스 분위기의 범위는 공기 흐름과는

거의 관련이 없다. 인화성 물질이 저속으로 누출되거나 고형체에 부딪쳐 속도가 

감소될 경우 그 물질은 공기 흐름에 따라 이동 희석되어 공기 흐름에 영향을 받게 

된다[19].

  가스 또는 증기의 누출률은 가스 용기의 압력이 임계압력(Pc) 보다 높으면, 누출 

가스의 속도는 음속(sonic, choked)이다. 임계압력은 식(1)[19]로 정할 수 있으므로 수소의

임계압력은 192,412 Pa이다.

   


  (1)

Pc 임계압력, Pa

Pa 대기압, 101,325 Pa 

γ 단열 팽창 폴리트로피 지수 또는 비열비

  따라서 700 bar의 수소는 압력이 수소의 임계압력(192,412 Pa)보다 높으므로 누출

가스의 속도는 음속이므로 가스 누출률은 식(2)[19]에 의해 0.000926 kg/s이다.

  






       (2)

Wg 가스의 누출률

Cd 누출계수(모난 오리피스 0.5 ~ 0.75, 원형 오리피스 0.95~0.99)

S 유체가 누출되는 개구부의 단면적(m2)

p 용기 내부의 압력(Pa)

γ 단열 팽창 폴리트로피 지수 또는 비열비

M 가스의 몰질량(kg/kmol)

Z 압축인자

R 이상기체상수(8.314 kJ/kmol·K)

T 가스의 절대온도(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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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누출원 관련 누출계수(Cd)

  누출계수는 특정 오리피스에서 특정 누출 사례에 대한 일련의 실험을 통해 구한 

경험 값으로 각각의 특정 누출에 따라 다양한 값을 갖는다. KS C IEC 60079-10-1: 

2015, KOSHA Guide P-92-2012 “누출원 모델링에 관한 기술지침”, KGS GC101 

2018 “가스시설의 폭발위험장소 종류 구분 및 범위 산정에 관한 기준”에 표 4-4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

  KS C IEC 60079-10-1에 따르면 누출계수(Cd)는 난류 및 점도 등의 영향에 관련되는

누출 개구부 특성과 판단에 의한 누출계수로, 모난 오리피스는 0.5 ~ 0.75, 원형 

오리피스는 0.95 ~ 0.99로 하며, Cd 값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1로 하도록 하고

있다[19]. KOSHA Guide P-92-2012 “누출원 모델링에 관한 기술지침”에는 오리피스

누출 형태의 음속이상인 경우 0.75 또는 0.84를 적용하고 있다[20]. KGS GC101 2018

에는 유출계수로서 샤프에지오리피스(sharp orifice)의 경우 0.50에서 0.75, 라운디드

오리피스(rounded orifice)의 경우 0.95에서 0.99를 적용하고 있다[13].

  따라서 디스펜서 접속부 수소 누출은 모난 오리피스로 가정하여 Cd 값을 0.5 ~ 

0.75 중 안전한 근사값 0.75와 KOSHA Guide에서 제시한 음속이상의 0.84에 적용할 

수 있다.

Table 4-4 누출계수[13][19][20]

자료 누출계수

KS C IEC 

60079-10-1 : 

2015

∙모난 오리피스 : 0.5 ~ 0.75

∙원형 오리피스 : 0.95 ~ 0.99

∙Cd 값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 1

KOSHA Guide 

P-92-2012

누출지점의 형태 흐름의 상태 누출계수(Cd)

벤츄리메터/노즐 - 0.05 ~ 0.99

오리피스/구멍

음속 미만 0.61 ~ 0.67

음속이상, Pa/P1 ≒ PCF/P1 0.75

음속이상, P1 ≫ Pa 0.84

Pa : 대기압력(kg/cm2)

P1 : 화학설비의 운전압력(kg/cm2)

PCF : 임계흐름압력(kg/cm2)

KGS GC101 

2018 

∙샤프에지 오리피스 : 0.5 ~ 0.75

∙원형 오리피스 : 0.95 ~ 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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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환기속도

  환기유효성, 다른 말로는 인화성 물질의 누출형태, 누출위치, 누출률에 대한 상대

적인 공기의 양은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누출률에 관련된 환기의 양이 많을수록 

폭발위험장소 범위가 작아지고 폭발성 분위기의 지속시간은 더 짧아진다. 누출률 

대비 환기효과가 충분히 큰 경우에는 폭발위험장소 범위가 줄어들어서 무시할 수 

있는 범위가 되거나 비위험장소로 간주될 수 있다[19]. 

  수소가 누출되는 경우 가스가 이동 확산되거나 축적되게 되며, 관성력, 부력, 

자연환기 또는 강제환기로 인한 흐름, 바람 등에 의해 이동될 수 있다. 옥내에서 흐름

또는 환기속도는 환기에 의한 평균풍속을 바탕으로 하며 디스펜서는 옥외에 설치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상대밀도가 0.8 이하인 누출의 경우 유효 환기속도를 0.5 m/s로 

가정하는 것이 안전하다[19]. 따라서 표 4-5에 따라 수소 충전 위치가 지표면에서 

2 m 이하이고, 수소가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이므로 누출 시 환기속도는 장애물 

유무에 무관하게 0.5 m/s로 가정할 수 있다.

  또한, 밀집된 배관, 건축물, 나무 또는 벼랑 등과 같은 장애물이 가스설비 주변 

공기의 흐름에 영향을 주는 경우 장애물이 있는 지역으로 판단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장애물이 없는 지역으로 판단한다[19]. 

Table 4-5 대표적인 옥외 환기속도(uw)[7]

옥외 위치의 형태 장애물 없는 지역(m/s) 장애물 있는 지역(m/s)

지표면의 고도 ≤2 m >2 m~5 m >5 m ≤2 m >2 m~5 m >5 m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

증기의 누출을 추정하기

위한 환기속도

0.5 1.0 2.0 0.5 0.5 1.0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

증기의 누출을 추정하기

위한 환기속도

0.3 0.6 1.0 0.15 0.3 1.0

모든 고도에서 액체 풀

(pool) 증발률을 추정하기

위한 환기속도

> 0.25 > 0.1

일반적으로 표의 값은 양호한 환기로 간주한다.

옥내의 경우, 일반적으로 평가는 최소 공기속도 0.05 m/s의 가정을 근거로 하며, 

이는 실제로 어디서나 해당된다. 특정 상황에서는 다양한 값을 가정할 수 있다.

(예: 공기 인입구/배출구 입구에 가까운 곳). 환기배치를 제어할 수 있는 경우, 최소

환기속도를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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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안전게수(k)

  안전계수(k)는 폭발하한(LFL)에 따라 보통 0.5 ~ 1.0 사이의 값을 적용하는 인자

[19]로서 누출 특성 값의 분모로 안전계수가 낮아질수록 환기등급은 중희석 또는 

저희석 경향을 보이며 환기등급으로 인해 폭발위험장소 종은 1종 또는 0종 장소 

경향을 보인다. 폭발위험장소 범위 또한 넓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안전계수(k)는 KS C IEC 60079-10-1: 2015의 폭발위험장소 구분 예시로 유추할 때, 

실험결과 또는 문헌자료에 폭발하한(LFL)이 명확한 물질은 1.0, 혼합물질로 폭발

하한이 명확하지 않은 물질은 0.8, 누출속도 또는 확산거동 등이 명확하지 않는 그 

밖의 경우에는 0.5를 적용한다[7]. 또한 KGS GC101 2018에도 안전계수(k)는 폭발

하한에 따른 안전계수로서 0.5에서 1 사이의 값으로, 실험결과 또는 문헌자료에 

의하여 폭발하한이 잘 알려져 있는 물질(단일물질 또는 혼합물질)의 경우 1.0을 

적용하고, 구성 물질의 폭발하한과 구성 비율이 잘 알려져 있어 폭발하한의 계산이 

가능한 혼합물질의 경우 0.8을 적용하며, 그 밖의 경우 0.5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3].

  따라서 디스펜서에서 수소 누출의 경우 문헌자료에 수소의 폭발하한이 명확하고 

누출속도 또는 확산거동이 명확하므로 안전계수(k)를 1.0으로 적용하였다.

아. 희석등급 평가

  희석등급은 그림 4-4에 따라 평가할 수 있으며, 수평 축의 누출 특성 값과 수직 

축의 환기속도값의 교차점을 찾아서 고희석, 중희석, 저희석으로 평가한다. 기류에 

중요한 제약이 없는 옥외 장소의 경우 고희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희석등급은

중희석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옥외에서 저희석은 발생하지 않는다[19].

  계산한 환기속도 0.5 m/s, 아래 식(3)[19]에 의해 계산한 누출 특성 0.247 m3/s에 

해당하는 교차점이 속한 영역은 중희석이므로 희석등급은 중희석이다.

 


: 누출 특성(m3/s) (3)

ρ 가스의 밀도(kg/m3)

k LFL 안전계수(일반적으로 0.5 ~ 1.0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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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4 희석등급 평가 차트

자. 환기이용도

  환기이용도는 폭발성 가스 분위기의 지속과 형성에 영향을 미치며, 폭발위험장소 

구분도에도 영향을 주고[7], 일반적으로 환기이용도가 낮아질수록 위험장소 종별에

영향을 주어 2종 장소가 1종 장소 또는 0종 장소로 더 높은 폭발위험장소 등급으로 

이어진다. 환기이용도는 우수(good), 양호(fair), 미흡(poor)로 구분하며 등급별로 

표 4-6과 같다.

  옥내 자연환기의 이용도는 외기조건 에서의 환기이용도 등급은 외부온도와 바람 

등 외기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수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호 또는 

미흡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옥내의 강제환기 이용도 평가 시 장비의 신뢰성과 

이용도를 고려하여 환기설비가 고장났을 때 예비송풍기의 자동기동하거나, 공정의 

자동폐쇄 등 인화성 물질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된다면 환기이용도를 

우수로 가정할 수 있다[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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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6 환기이용도 3가지 등급[19]

환기이용도 등급 상세내용

우수(good) 환기가 실제적으로 지속되는 상태

양호(fair)
환기의 정상작동이 지속됨이 예측되는 상태(빈번하지 않은 

단기간 중단은 허용)

미흡(poor)
환기가 양호 또는 우수 기준을 충족하지 않지만, 장기간 중단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상태

  배관 피팅부에서의 소량 누출은 압력이 높다면 고속의 제트 누출이 생성될 수 

있으며, 제트 누출은 건물 내에서 별다른 공기 유동 없이 자가희석(그림 4-5)되어 

분산되기도 한다. 정상환기가 구비되어 있는 공간의 경우 공간 부피와 자연공기 

이동에서는 희석등급은 중이고 환기이용도는 양호하다고 판단한다.

  옥외에서의 환기이용도 등급은 옥외 가스 제트누출 희석은 외기 바람과 무관하기 

이루어지기 때문에 옥내 환기이용도의 우수와 동등하게 간주할 수 있으며, 옥외에서

상대밀도가 0.8 이하인 누출인 경우 일반적으로 유효 환기속도를 최소한 0.5 m/s로 

가정하는 것이 안전하며 최소 환기이용도는 우수로 볼 수 있다. 또한, 개방된 환경

에서 희석등급은 일반적으로 ‘중’으로 간주하는 반면, 바람에 의한 환기이용도는 

피트, 제방이나 높은 구조물로 둘러싸인 지역과 같은 제한된 환기가 아닌 한 양호로

간주한다[19].

  수소충전소와 같이 옥외의 장소로 기상학적으로 안정된 풍속을 유지할 수 있고, 

높은 건물로 둘러싸인 장소가 아닌 경우에는 환기이용도를 우수(good)로 볼 수 있다.

ds 는 가상누출원의 반경, 즉 하류 측 단면에서의 제트누출의 반경은 등압이

된다(대기압으로 감소)

Fig. 4-5 장애물이 없는 고속의 제트 누출에서의 자가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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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폭발위험장소 종별의 추정

  폭발위험장소 범위는 공기 중 인화성 물질의 농도가 폭발하한 이하로 희석되기 전, 

폭발성 분위기가 존재하는 거리를 말한다. 폭발위험장소 종별을 추정할 때에는 

환기유효성(환기등급), 환기이용도, 누출등급에 따라 표 4-7을 이용하여 폭발위험장소

종을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환기유효성 중희석, 환기이용도 우수, 누출등급 2차이므로 수소 디스펜서 

충전호스 접속부에서의 폭발위험장소 종은 2종 장소이다.

Table 4-7 누출등급과 환기유효성에 의한 폭발위험장소 종별[19]

누

출

등

급

환기유효성

고희석 중희석 저희석

환기이용도

우수(good) 양호(fair) 미흡(poor) 우수 양호 미흡
우수, 

양호, 미흡

연

속

비위험

(0종 NE)a
2종 장소

(0종 NE)a
1종 장소

(0종 NE)a
0종 

장소

0종 장소 + 

1종 장소

0종 장소 + 

1종 장소
0종 장소

1차
비위험

(1종 NE)a
2종 장소

(1종 NE)a
2종 장소

(1종 NE)a
1종 

장소

0종 장소 + 

1종 장소

0종 장소 + 

1종 장소

1종 또는

0종 장소c

2차
b

비위험

(2종 NE)a
비위험

(2종 NE)a
2종 장소

2종 

장소
2종 장소 0종 장소

1종 또는 

0종 장소c

a  0종 NE, 1종 NE, 2종 NE는 정상조건에서는 무시할 수 있는 범위의 이론적 

폭발위험장소를 말한다.
b  2차 누출등급으로 형성된 2종 장소가 1차 또는 연속 누출등급에 의한 범위

보다 클 수 있다. 이 경우, 더 큰 거리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c  환기가 아주 약하고 실제로 폭발성 가스 분위기가 지속되는 누출의 경우(즉, 환기

없는 것에 가까운 상태)에는 0종 장소로 할 수 있다.

‘+’는 ‘~에 둘러싸여 있음’을 뜻한다.

자연환기가 일어나는 밀폐공간에서의 환기이용도는 ‘우수’로 고려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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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폭발위험장소 범위의 추정

  폭발위험장소 범위는 누출률, 가스특성, 누출형상 및 주위의 기하학적 구조 등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결정되며, 보다 정밀한 추정은 전산유체역학을 활용할 수 

있으나, 그림 4-6을 이용하여 폭발위험장소 범위를 구할 수 있다. 그림 4-6의 선들 

중 한 개를 선택하여 누출 특성과 선이 만나는 지점의 수직 축 수치가 폭발위험장소 

범위이다.

  고속의 제트 선은 방해받지 않는 고속 제트 누출, 저속의 확산 선은 저속의 확산

누출 또는 누출 형상이나 주위 표면의 충돌로 인한 속도 손실 제트 누출이며, 무거운

가스 선은 수평표면을 따라 확산되는 무거운 가스 또는 증기를 말하며[19], 디스펜서에서

누출되는 수소는 고속의 제트 선에 해당되며, 폭발위험장소의 범위는 1.02 m이다. 

  또한, 그림 4-6 선의 좌우 끝부분을 보면, 폭발위험장소 범위를 추정할 때 무거운 

가스의 경우 최소 약 1.5 m 이상, 약 50 m 이하, 저속의 확산은 1 m 이상, 24 m 

이하, 고속의 제트는 1 m 이상, 14 m 이상으로 볼 수 있으며, 외삽 없이 폭발위험

장소 범위를 계산하였다.

Fig. 4-6 폭발위험장소의 범위 추정 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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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e-HAC를 이용한 폭발위험장소 종 및 범위 추정 방법[13]

  폭발위험장소 구분은 KS C IEC 60079-10-1: 2015의 절차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위험성 평가 Tools 중 e-HAC 2015를 활용할 수 

있다. e-HAC 2015는 2015년 개정된 IEC 60079-10-1 2nd edition 국제표준에 부합

되도록 2017년 11월 6일 개정된 KS C IEC 60079-10-1: 2015의 계산 절차에 따라 

개발된 프로그램이다.

  설비 및 누출위치 등 설비정보, 위험물질 정보를 검색·선택하며, 누출정보로는 

누출등급 2차, 누출상태 Gas, 누출지역 옥외, 누출면적 0.025 mm2, 누출 높이 1 m, 

운전압력 70 MPa, 운전온도 15 ℃, 주변온도 20 ℃, Cd 0.75, 개구부 특성 모름, 

환기유효성 우수, 안전계수 k 1.0, 주변상황에 장애물 없음으로 입력하여 계산할 수 

있다. 

Fig. 4-7 e-HAC의 폭발위험장소 종별 추정 및 범위 추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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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폭발위험장소 설정 시 입력변수에 대한 고찰

가. 폭발위험장소 종과 범위 산정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

  폭발위험장소 종과 범위에 영향을 주는 인자는 누출 특성 식에서 알 수 있으며, 

그림 4-4와 같이 누출 특성이 클수록 환기등급이 고환기에서 중환기로, 중환기에서 

저환기로 낮아지고, 표 4-7과 같이 낮은 환기등급은 2종 장소가 1종 장소 또는 0종 

장소로 보다 높은 등급의 폭발위험장소가 된다. 폭발위험장소 범위의 경우 누출 

특성이 클수록 위험장소 범위가 커진다. 즉, 누출 특성이 커질수록 화재·폭발 위험이

커진다고 볼 수 있다.

  누출 특성 값에 영향은 주는 인자는 다음 식(4)[19]로 볼 때, 공정 특성상 고정된 

변수를 제외하고 누출구멍 단면적(S), 누출계수(Cd)가 적정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누출 특성  


 

  






         (4)

나. 누출계수(Cd) 변화에 따른 폭발위험장소 범위

  누출계수는 KS C IEC 60079-10-1: 2015, KGS GC101 2018, KOSHA Guide 

P-92-2012 등의 문헌을 통해 모난 오리피스의 Cd 값 0.5 ~ 0.75 중 안전한 근사값 

0.75와 KOSHA Guide의 0.84 두 Cd 값에 따라 누출 특성 값이 차이가 나타난다. 

그러나 표 4-8과 같이 누출계수에 따라 동일하게 환기등급은 중환기, 폭발위험장소는

2종 장소이며, 폭발위험장소 범위도 1.02 m, 1.04 m로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융·복합, 패키지형 및 이동식 자동차충전소 설치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에 따른 표 4-8의 수소충전기의 위험장소 범위를 충전호스길이(m) + 1.0 m로

적용하는 규정에 적합한 결과를 보였다.

Table 4-8 누출계수 변화에 따른 폭발위험장소 등급 및 범위

누출계수 누출량(kg/s) 누출 특성 환기등급
폭발위험장소 

등급

위험장소 

범위(m)

0.75 0.000826 0.247 중환기 2종 장소 1.02

0.84 0.000926 0.276 중환기 2종 장소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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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누출구멍 단면적(S) 변화에 따른 폭발위험장소 범위

  2차 누출등급의 누출구멍 단면적은 표 4-3과 같이 권고하고 있으며, 4.2.1항에서는

고정부의 기밀부위에 해당하는 누출구멍의 단면적 중 가장 작은 값인 0.025 mm2를 

적용하였다. 그러나, 0.025 mm2은 누출 개구부가 확대되지 않는 조건에서의 일반

값으로 수소충전기 끝부분에 대하여 0.025 mm2 적용이 적합한지에 대하여는 명확

하지 않으며, 수소충전기는 수소자동차에 수소를 충전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결합하고

해체함에 따라 충전기 끝단 부분의 고장률을 무시할 수 없다. 

  표 4-9의 ➊의 “크기가 확대되지 아니하는 누출 홀”은 최고운전압력이 10 kPa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며, ➋의 “크기가 확대(예: 침식)될 수 있는 누출 홀”은 밀봉

재료가 유체에 의해 부식, 침식 및 열화될 수 있는 설비의 누출 홀 중 진동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 ➌의 “심각한 고장을 유발할 정도로 크기가 확대(예: 파열)될 수 

있는 누출 홀”은 밀봉재료가 유체에 의해 부식, 침식 및 열화될 수 있는 설비의 

누출 홀 중 진동의 영향을 받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Table 4-9 누출구멍 단면적에 대한 누출 고려사항 비교[13][19]

KS C IEC 60079-10-1: 2015 KGS GC101 2018

① 누출 개구부가 확대되지 않는 조건

에서의 일반값

➊ 크기가 확대되지 아니하는 누출 홀의

대푯값

② 누출 개구부가 부식 등에 의해 확대

될 수 있는 조건에서의 일반값

➋ 크기가 확대(예: 침식)될 수 있는 누출 

홀의 대푯값

③ 누출 개구부가 심한 고장 등에 의해 

확대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일반값

➌ 심각한 고장을 유발할 정도로 크기가 

확대(예: 파열)될 수 있는 누출 홀의 

대푯값

  따라서 700 bar 고압의 수소 노즐에서의 누출은 ➋ 또는 ➌에 해당하며, 수소 충전 시

지속적인 진동에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➋로 볼 수 있으므로 누출구멍의 단면적은 

0.25 mm2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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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출구멍 단면적이 0.025 mm2 에서 0.25 mm2로 확대하여 계산할 경우 표 4-10과

같이 폭발위험장소는 2종 장소로 동일하나, 누출 특성은 누출구멍 단면적이 0.25 

mm2 일 때 10배 커지며(표 4-10), 그림 4-8과 같이 폭발위험장소 범위는 누출계수 

0.75일 때 3.40 m(�), 누출계수 0.84일 때 3.50 m(�)로 확대되는 결과를 얻는다. 

이러한 결과는 융·복합, 패키지형 및 이동식 자동차충전소 설치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에 따른 표 3-3의 수소충전기의 폭발위험장소 범위를 충전호스길이(m) + 

1.0 m로 적용하는 규정 보다 폭발위험장소 범위가 각각 2.4 m, 2.5 m 넓은 범위를 

얻는다.

Table 4-10 누출구멍의 단면적에 따른 폭발위험장소 등급 및 범위

누출구멍 

단면적

(mm2)

누출

계수

누출량

(kg/s)

누출 

특성
환기등급

폭발위험장소 

등급

위험장소 

범위(m)
No.

0.025

0.75 0.000826 0.247 중환기 2종 장소 1.02 �

0.84 0.000926 0.276 중환기 2종 장소 1.04 �

0.25

0.75 0.008264 2.467 중환기 2종 장소 3.40 �

0.84 0.009256 2.763 중환기 2종 장소 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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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8 누출구멍 단면적 변화에 따른 폭발위험장소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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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희석등급 평가 차트의 누출 유형 곡선 선택에 따른 폭발위험장소 범위

  KS C IEC 60079-10-1: 2015의 희석등급 평가 차트를 통하여 누출 특성 값을 이용

하여 3개의 곡선(무거운 가스, 저속의 확산, 고속의 제트) 중 1개를 선택하여 만나는 

지점의 세로 축의 폭발위험장소 범위를 구할 수 있다. 여기서의 중요한 점은 어떤 

곡선을 선택하는가의 문제이다. 고속의 제트 보다는 저속의 확산, 저속의 확산 보다 

무거운 가스를 선택할 경우 특정 누출 특성 값에서의 폭발위험장소 범위가 커지는 

것 때문이다.

  KS C IEC 60079-10-1: 2015와 KGS GC101 2018의 가스시설의 폭발위험장소 범위를

산정할 때에 누출 특성 접근법의 위험장소 범위 산정기준에서 그림 4-4 희석등급 

평가 차트의 누출 유형의 곡선을 선택할 때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Table 4-11 누출 유형에 따른 곡선[13][19]

KS C IEC 60079-10-1:

2015
KGS GC101 2018

① 고속의 제트 : 방해받지

않는 고속의 제트 누출

➊ 고속성 제트 : 장애물이 없는 상태에서의 고속성 제트

누출

※ 그림 4-9에 의해 누출물질의 특성이 가벼움 또는 

중립으로 판명되는 가스가 장애물 등에 의해 방해 없이 

음속으로 누출되는 경우 고속성 제트를 적용한다.

② 저속의 확산 : 저속의

확산누출 또는 누출

형상이나 주위 표면의

충돌로 인한 속도 

손실 제트 누출

➋ 확산성 제트 : 저속 제트 누출 또는 누출형상이나 

주변 장애물로 인하여 운동량이 감소되는 제트 누출

※ 그림 4-9에 의해 누출 물질의 특성이 가벼움 또는 

중립으로 판명되는 가스가 아음속으로 누출되거나 

음속으로 누출되지만 장애물 등에 의하여 운동량이 

감소되는 경우 확산성 제트를 적용한다.

③ 무거운 가스 : 수명 

표면(예: 지표면)을 

따라 확산되는 무거운

가스 또는 증기

➌ 무거운 가스 : 지면과 같은 수평면을 따라 확산되는

무거운 가스 또는 증기의 누출

※ 그림 4-9에 의하여 누출 물질의 특성이 무거움으로 

판명되는 경우 무거운 가스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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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9 누출의 형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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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2항에서는 수소충전소의 수소 압력이 700 bar의 고압이므로 방해받지 않는 고속의

제트 누출로 고속의 제트 곡선(표 4-11의 ➀, 그림 4-9의 ➀)을 선택하여 폭발위험

장소 범위를 구하였다. 그러나, 수소충전기는 노즐 끝단부는 수소자동차 충전부에 

접속되어 있으므로 수소가 음속으로 누출되지만 장애물(수소자동차 충전접속부)에 

영향을 받아 속도 손실(운동량 감소)이 일어나므로 확산성 제트 곡선(표 4-11의 ➁, 

그림 4-9의 ➁)을 선택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림 4-8 누출구멍 단면적 변화에 따른 폭발위험장소 범위와 표 4-10은 누출 

유형을 고속의 제트(고속성 제트) 곡선을 선택했을 때에의 결과이며, 그림 4-10과 

표 4-12는 저속의 확산(확산성 제트) 곡선을 비교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누출 유형의 변화는 “고압의 경우”“장해받는 누출”시 식(3) 음속누출량을 

적용하여 누출 특성 값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동일한 누출 특성 값에 의한 

폭발위험장소 범위 산정 시 누출 유형을 고속의 제트(고속성 제트)와 저속의 확산

(확산성 제트) 곡선으로 선택하여 산출할 수 있다. 

  산출결과, 폭발위험장소 범위는 1.02 m(�)가 2.08 m(�)로, 1.04 m(�)가 2.10 m

(�)로, 3.40 m(�)가 6.90 m(�)로, 3.50 m(�)가 7.05 m(�)로 약 2배 넓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12 누출 유형 및 누출구멍의 단면적에 따른 폭발위험장소 등급 및 범위

누출 

유형

누출구멍 

단면적

(mm2)

누출

계수

누출량

(kg/s)

누출 

특성

환기

등급

폭발위험장소 

등급

위험장소 

범위(m)
No.

고속의 

제트

(고속성 

제트)

0.025

0.75 0.000826 0.247 중환기 2종 장소 1.02 �

0.84 0.000926 0.276 중환기 2종 장소 1.04 �

0.25

0.75 0.008264 2.467 중환기 2종 장소 3.40 �

0.84 0.009256 2.763 중환기 2종 장소 3.50 �

저속의 

확산

(확산성 

제트)

0.025

0.75 0.000826 0.247 중환기 2종 장소 2.08 �

0.84 0.000926 0.276 중환기 2종 장소 2.10 �

0.25

0.75 0.008264 2.467 중환기 2종 장소 6.90 �

0.84 0.009256 2.763 중환기 2종 장소 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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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12의 누출 유형 및 누출구멍의 단면적에 따른 폭발위험장소 범위 변화를 

간략히 요약하면, 누출구멍 단면적 변화(0.025 mm2 및 0.25 mm2)는 폭발위험장소 

범위를 약 3.5배 넓어지며, 누출 유형의 변화(고속의 제트 및  저속의 확산)는 약 2배

넓어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KS C IEC 60079-10-1: 2015에 따른 폭발위험장소 

범위 산출 과정에서 누출구멍의 단면적 변화와 누출 유형 곡선 선택에 따라 최소 

1.05 m에서 최대 7.05 m로 약 7배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폭발위험장소 범위 설정에서 표 4-3 2차 누출등급에서의 누출구멍

단면적 선택과 그림4-9의 누출 형태 및 표 4-11 누출 유형에 따른 곡선 선택이 

폭발위험장소 반경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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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0 누출 유형 및 누출구멍 단면적 변화에 따른 폭발위험장소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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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CFD를 이용한 수소충전소의 폭발위험장소 설정

4.3.1 CFD 개요

  전산유체역학(CFD,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모델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유체의 유동 현상을 연구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폭발 과정을 지배하는 편미분 방정식을

수치해석을 통하여 찾는 방식이다. CFD를 통하여 속도, 압력, 밀도, 농도 등 유동장에

대한 많은 얻을 수 있으며, 항공기, 자동차 또는 인공 심장 판막 설계부터 기상 

예측 및 환경 모델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22].

  본 연구에서 유동해석을 위하여 사용하는 시뮬레이션은 노르웨이 Gexcon사에 

의해 개발된 FLACS(Flame ACceleration Simulator) Code(표 4-13)를 활용하였다. 

FLACS Code는 폭발 해석 시 설비 및 장치의 형태와 밀집도, 난류, 대기상태, 장애물, 

바람의 영향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하여 가상적 예측 결과가 실제와 매우 유사하게 

분석(Hansen, & Talberg, 1999; Dharmavaram, Hana, & Hanse, 2005)되는 시뮬레이

터로 Reynolds Averaged Navier Stokes 방식의 CFD 해석기법을 활용하여 3차원 

공간에서 데카르트 격자(Grid)를 작성하고 여기에 유한 체적기법을 활용한다. 

Navier-Stokes 방정식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는 논리구조를 갖고 있으며, 

Conservation of mass, Navier-Stokes momentum, Transport equation for enthalpy, 

그리고 Fuel mass fraction으로 표현할 수 있다. 또한, FLACS는 그동안 많은 실험을 

통해 해석 결과의 정확성이 국제저널을 통해 증명되었다[23][24].

  활용한 FLACS 시뮬레이터의 세부사양은 표 4-13과 같다.

Table 4-13 FLACS 사양

구  분 내  용 비  고

Pre-post processor Dbfutil

Gas explosion package
FVM solver FLACS v10.7r2 compressible

Post processor Flowvis 5.8.0

Property package Listspecie v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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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CFD를 이용한 폭발위험장소 설정 조건

  FLACS를 이용한 누출 시나리오는 4.3.4항에서 폭발위험장소 범위 산출을 위한 

8가지 조건 중 가장 보수적인 변수를 적용하여 디스펜서에서 수소자동차에 수소 

충전 중 누출(그림 4-11)을 시나리오로 선정하였다. 즉, 누출 모델은 Jet 누출, 누출

구멍 단면적은 0.25 mm2, 누출계수 0.84 조건으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Table 4-14 폭발위험장소 설정에 대한 시나리오 조건

구  분 시나리오 조건 Local 해석

누출 조건(Leaking condition)

Leak model Jet Jet

Leak rate 0.00836181 kg/s 0.00836181 kg/s

Discharge coefficient 0.84 0.84

Relative turbulence intensity 0.1 0.1

Turbulence length scale 0.00131264 0.00131264

대기조건

Wind direction S (-y) S (-y)

Wind speed 0.5 m/s @ 10 m AB 0.5 m/s @ 10 m AB

Ambient pressure 101,300 Pa 101,300 Pa

Ground roughness 0.0002 m 0.0002 m

Pasquill stability None None

Control volume and others

Control volume 57 x 64 x 28(xyz) 57 x 64 x 28(xyz)

Grid
Cartesian grid
(Specified lines for geometry)

Cartesian grid
(Equivalent space)

CFLV 10 5

CFLC 1 0.5

Boundaries Wind/nozzle Wind/nozzle

Flux control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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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1 수소 충전설비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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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시뮬레이션 결과

  Global 해석 결과, 그림 4-12의 수소자동차 충전부에서의 폭발위험장소 범위(폭발

하한의 25 %: 수소 1.0 % 기준)가 너무 좁기 때문에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으므로 

그림 4-12와 같이 Grid를 확대하여 수소 1% 범위를 산출한 결과, 폭발위험장소 

범위가 2 m 내외로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확한 폭발위험장소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소 누출의 Jet effect에 대한 

Local 분석을 추가로 수행하였으며, 분석결과 폭발위험장소 범위는 1.6 m임을 알 수 

있었다(그림 4-13).

Fig. 4-12 FLACS를 이용한 폭발위험장소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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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3 FLACS를 이용한 폭발위험장소 Local 분석

  

Fig. 4-14 수소 농도별 확산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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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폭발위험장소 범위 산정 시 수행한 누출에 대하여 확산 경향(그림 4-15)을 

확인하였다. ppm 단위 수소 증기운(vapor cloud)이 누출 후 약 45초 경과 시점부터는

더 이상 확산되는 경향이 없이 정상상태(steady state) 조건으로 진입되었다.

1초 경과 40초 경과

10초 경과 45초 경과

20초 경과 50초 경과

30초 경과 55초 경과

Fig. 4-15 시간에 따른 수소 증기운 확산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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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CFD를 이용한 수소충전소의 피해영향평가

4.4.1 사고 시나리오 개요

  FLACS를 이용한 수소충전소의 누출 시나리오는 디스펜서 충전호스 파열과 수소 

압축기 배관 파열로 선정하였으며, 누출 시나리오에 필요한 사항은 KOSHA Guide 

P-107-2016 최악 및 대안의 누출 시나리오 선정에 관한 기술지침을 참고하였다.

누출량은 누출구멍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며, 설비에 연결된 수소의 주 인입 또는

배출배관의 크기에 따라 표 4-15에 근거하여 수소 배관을 3/8″에 대하여 누출

구멍 크기는 배관 전체 단면적으로 하였다.

Table 4-15 누출사고 시나리오의 누출구멍 선정 기준[25]

배관

지름

KOSHA 

GUIDE

(P-92) 

KOSHA GUIDE 

(P-110)

API RP 581

(2008) 

대안의 누출사고의 

누출공 선정 기준(최악의 

사고기준: 

10분간 

전량누출)

A형 B형 C형
표 7.3 및 7.3.1 항

(RBI 분석용)

1/5내

경

1/10 

내경

1/25내

경
소형 중형 대형 파열형

인치 인치 기준 인치 인치 인치 적용근거 　참고 기준

0.5 0.5

배관의

단면적

0.1 0.05 0.02 1/4 　 　 0.5 0.5

배관의 

단면적

P-92, 

API RP 581 

기준　

0.75 0.75 0.15 0.08 0.03 1/4 　 　 0.75 0.75

1 1 0.2 0.1 0.04 1/4 1 　 1 1

1.5 1.5 0.3 0.15 0.06 1/4 1 　 1.5 1

API RP 581
API RP 581 

기준
2 2

2"배관

단면적

0.4 0.2 0.08 1/4 1 　 4 1

3 2 0.6 0.3 0.12 1/4 1 　 3 1.2
일정 비율 

조정

1"와 2" 

사이의 

등간격 조정4 2 0.8 0.4 0.16 1/4 1 　 4 1.4

  풍속 및 대기안정도는 최악의 누출 시나리오의 경우 지상 10 m 높이에서 1.5 

m/s 의 풍속으로 하고, 대기안정도는 F로 하며, 대안의 누출 시나리오는 풍속 

3.0 m/s, 대기안정도 D로 설정한다. 대기온도는 최악의 누출 시나리오는 지난 3년간

낮 동안의 최대온도인 35 ℃, 대안의 누출 시나리오는 15 ℃로 할 수 있다[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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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디스펜서 충전호스 파열에 대한 확산 시뮬레이션

가. 확산 시나리오 조건

  디스펜서 충전호스 3/8″(내경 10 mm)의 파열에 따른 수소 증기운(vapor cloud) 

확산 시 유동해석을 위하여 시나리오는 대안의 누출 사고 시나리오 조건[25]으로 

대기온도 15 ℃, 대기안정도 “D”, 풍속 3.0 m/s로 적용하였다.

Table 4-16 디스펜서 충전호스 파열 사고 시나리오

구  분 시나리오 조건 비  고

누출 조건(Leaking condition)

Leak model Jet

Leak rate 2.93551 kg/s ID 10 mm

Relative turbulence intensity 0.1

Turbulence length scale 0.0245945

대기조건

Ambient temperature 288.15 K

Wind direction S (-y)

Wind speed 3.0 m/s @ 10 m AB

Ambient pressure 101,300 Pa

Ground roughness 0.0002 m

Pasquill stability D

Control volume and others

Control volume 55 x 63 x 27(xyz)

Grid Cartesian grid Specified lines for geometry

CFLV 10

CFLC 1

Boundaries Wind/nozzle

Flux control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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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확산 시뮬레이션 결과

  디스펜서 충전호스 파열에 대한 확산은 4 % LFL boundary를 기준으로 검토했을 때

Jet effect는 35 m 이상 형성되며, Jet effect 주변에서 발생하는 소산(dissipation)으로

인하여 수소 증기운(vapor cloud)이 Built up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 Jet 

effect가 끝나는 지점부터는 급격한 수소 증기운의 Built up 현상이 발생한다(그림 

4-16, 17).

  4 % LFL boundary 기준으로 누출 후 2분 경과 시점부터 이미 분석영역(analysis 

domain, 70 m × 70 m)을 넘어서기 시작하며(그림 4-16), 약 2분 30초 경과 시점

부터는 Upwind 방향으로 확산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그림 4-17), 6분 경과부터 

분석영역의 반 정도가 폭발범위에 들어온다.(그림 4-18) 이와 같은 확산 경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폭발 범위에 있는 수소 증기운이 지속적으로 Built up 되는 것이다.

  따라서 누출 후 점화(ignition)가 어느 시점에 발생하는가에 따라 폭발로 인한 피해

영향이 큰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Fig. 4-16 누출 후 2분 경과 시점에서 수소 증기운 확산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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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7 누출 후 2분 30초 경과 시점에서 Upwind 현상

Fig. 4-18 누출 후 6분 경과 시점에서 수소 증기운 확산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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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디스펜서 충전호스 파열에 대한 폭발 시뮬레이션

가. 폭발 시나리오 조건

  4.4.2항의 디스펜서 충전호스 3/8″(내경 10 mm)의 파열에 따른 수소 증기운

(vapor cloud) 누출 후 2초 후에 점화(ignition)하는 조건으로 폭발 사고 시나리오를 

설정했으며, 사고 시나리오는 표 4-16 디스펜서 충전호스 파열에 대한 확산 시나리오

조건과 동일하며, 누출원 위치와 누출 방향은 그림 4-19와 같다.

Fig. 4-19 디스펜서 충전호스 파열에 의한 폭발사고 시나리오 배치도

나. 폭발 시뮬레이션 결과

  폭발 시뮬레이션 결과는 4 % LFL boundary 기준으로 형성된 Jet effect 주변에서 

발생하는 소산(dissipation)으로 인하여 수소 증기운이 Built up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점화(ignition) 직후에 Jet fire를 형성한다. 형성된 Jet fire는 2초까지 Built 

up된 수소 증기운이 있다면, 전이되어 증기운 폭발(VCE, Vapor Cloud Explosion)이 

발생하게 된다. 이때 발생한 과압(overpressure)은 미미한 정도이며, 오히려 Jet 

effect 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누출 시의 압력이 0.2486 barg(24.86 kPa)(그림 4-21) 

수준이다.

  결과적으로 점화(ignition)가 어느 시점에 발생하는가에 따라 최악의 사고 시나리오로

Jet fire로 인한 복사열(radiation heat)을 고려할 것인지 아니면 VCE를 고려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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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0 누출 후 2초 경과 시점에서 수소 증기운 확산 범위

Fig. 4-21 누출 후 2초 경과 시점에서 Jet effect에 의해 발생한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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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 수소 압축기 배관 파열에 대한 폭발 시뮬레이션

가. 폭발 시나리오 조건

  수소 압축기 배관 3/8″(내경 10 mm)의 파열에 따른 수소 증기운(vapor cloud) 

누출 후 2초 후에 점화(ignition)하는 조건으로 폭발 사고 시나리오(표 4-17)를 설정

하였으며, 누출원 위치와 누출 방향은 그림 4-22와 같다.

Table 4-17 수소 압축기 배관 파열 사고 시나리오

구  분 시나리오 조건 비  고

누출 조건(Leaking condition)

Leak model Jet

Leak rate 2.93551 kg/s ID 10 mm

Relative turbulence intensity 0.1

Turbulence length scale 0.0245945

대기조건

Ambient temperature 308.15 K

Wind direction S (-y)

Wind speed 1.5 m/s @ 10 m AB

Ambient pressure 101,300 Pa

Ground roughness 0.0002 m

Pasquill stability F

Control volume and others

Control volume 55 x 63 x 27(xyz)

Grid Cartesian grid Specified lines for geometry

CFLV 10

CFLC 1

Boundaries Wind/nozzle

Flux control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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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2 수소 압축기 배관 파열에 의한 폭발사고 시나리오 배치도

나. 폭발 시뮬레이션 결과

  4 % LFL boundary 기준으로 검토하면, 누출 후 약 2초 경과 시점부터 건물 내부 

전체는 폭발범위를 형성하게 되며(그림 4-23), 누출 후 2초 경과 시점에서 점화

될 때 최대 과압(overpressure)은 13.21 kPa까지 형성되며(그림 4-24), 이 정도의 압

력은 비강화 콘크리트벽을 파손할 정도의 압력이다[26]. 또한, 그림 4-25, 26은 건물

내부의 일정 지점에서 걸리는 압력 변화 추이이다.

  따라서 내부의 설비 대부분이 파손되며 연쇄적인 폭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점화(ignition) 시점에 따라서 등가비(equivalent ratio) 상승으로 더 큰 과압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설비동 파손은 물론 인근 설비·건물까지 파손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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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3 누출 후 약 2초 경과 시점에서 수소 증기운 확산 범위

Fig. 4-24 누출 후 2초 경과 시점에서 점화에 따른 최대 폭발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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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5 폭발 후 건물 내부 바닥 지점에서 압력 변화

Fig. 4-26 폭발 후 건물 내부 천장 지점에서 압력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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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그동안 수소는 산업현장에서 주로 사용되었고, 최근 정책적으로 수소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대 차원에서 수소충전소의 건설 입지조건을 완화하고 있다. 

기존 LPG 충전소, CNG 충전소, 주유 취급소 등에 추가로 건설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되면서 합리적인 안전거리와 누출 시 화재·폭발에 대한 안전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폭발위험장소 범위는 누출 특성이 클수록 누출구멍의 단면적과 비례하는 누출 

특성 값이 클수록 넓어진다. KS C IEC 60079-10-1: 2015의 절차에 의한 누출 유형

(고속의 제트 또는 저속의 확산), 누출구멍 단면적(0.025 mm2 또는 0.25 mm2)의 

결정에 따라 위험장소 범위가 다양하게 나왔다. 누출계수를 0.84를 기준으로, 누출

구멍 단면적 0.025 mm2 일 때, 누출 유형이 고속의 제트이면 1.04 m이고, 저속의 

확산이면 2.08 m, 누출구멍 단면적 0.25 mm2 일 때, 누출 유형이 고속의 제트이면 

2.10 m이고, 저속의 확산이면 7.05 m이다. 즉, 누출구멍 단면적 10배 증가에 위험장소

범위는 3.5배 증가하였고, 고속의 제트 곡선을 저속의 확산 곡선으로 변경했을 때 

위험장소 범위는 2배 증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인화성 가스인 수소를 취급하는 설비에 대한 폭발위험장소 종 및 

범위 산정이 적합한지 KS C IEC 60079-10-1: 2015를 중심으로 누출구멍 단면적과 

누출 유형 곡선 선택 등 입력변수를 달리하여 산출하였다. 이러한 결과가 융·복합, 

패키지형 및 이동식 자동차충전소 설치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에서 명시하고 있는 

충전호스길이(m) + 1.0 m 를 만족하는지 비교하였고, 추가 검증을 위하여 수소 누출에

대한 유동해석 시뮬레이터인 FLACS Code를 활용하였다. 

  폭발위험장소 범위 산출 결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FLACS 시뮬레이션한 결과, 

누출원으로부터 수소 폭발하한의 25 %에 이르는 거리는 약 2 m이며, KS C IEC 

60079-10-1: 2015와 비교하면, 누출구멍 단면적 0.025 mm2, 누출 유형은 저속의 

확산과 유사한 위험장소 범위를 갖으며, Jet effect 영향을 고려한 Local 해석 결과는

1.6 m 이다.

  특례기준의 수소충전기의 폭발위험장소 범위인 충전호스길이(m) + 1.0 m는 FLACS 

시뮬레이션 결과인 1.6 m 보다 완화된 규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수소자동차에 

수소를 충전할 때 충전호스는 길이 전체가 일직선으로 뻗은 형태로 충전하지 않고, 

“U”자 형태를 유지하면서 충전하므로, 0.6 m 정도 반경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수행한 두 가지 폭발위험장소 범위 산출방법인 KS 규격과 

FLACS 시뮬레이션 결과로 볼 때, 특례기준에서 제시한 충전호스길이(m) + 1.0 m는 

합리적인 기술기준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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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 충전소의 디스펜서 충전호스 파열과 수소 압축기 배관 파열에 대한 확산 및 

폭발현상을 FLACS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CFD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디스펜서 충전호스 파열에 대한 확산은 4 % LFL boundary 기준으로 검토할 때 

Jet effect가 35 m 이상 형성되며 Jet effect 주변은 소산(dissipation)으로 인하여 수소

증기운(vapor cloud)의 Built up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나, Jet effect가 끝나는 지점부

터 수소 증기운의 Built up 현상이 발생한다. 이러한 확산 경향에서는 누출 후 어느

시점에 점화가 일어나는지가 안전 측면에서 중요하고, 폭발로 인한 피해영향이 큰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고압의 수소 분출 시 자기발화 위험성이 있으므로 점화

시점이 누출 직후인 경우 Jet fire로 인한 복사열을 고려해야 하고, 누출 후 일정

시간 이후에 수소 증기운이 Built up 현상으로 증기운이 형성된 다음에 점화가 되면 

증기운 폭발로 인한 과압의 영향을 받는다.

  수소 압축기 배관 파열에 의한 확산은 누출 후 약 2초 경과 시점부터 건물 내부 

전체는 폭발범위를 형성하게 되며, 누출 2초 후 점화될 때 최대 과압은 13.21 kPa까지

형성된다. 이러한 압력은 비강화 콘크리트벽을 파손할 정도의 압력이며, 내부 수소 

취급설비 파손에 의한 연쇄 폭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점화시점에 따라 

등가비(equivalent ratio) 상승으로 최대 폭발압력까지 상승하게 되면 건물 내부뿐만

아니라 인근 LPG 충전소, CNG 충전소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소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에 따른 

특례기준의 규제완화에 대하여 폭발위험장소 설정의 적정성과 누출 시 피해영향을

평가하였다. 폭발위험장소의 예외 규정은 KS 규격의 설정 절차의 결과와 CFD 

시뮬레이션 결과로 볼 때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배관 파열 등 다량의 수소가 

누출되는 상황에 대하여 누출원 위치별로 발생 가능성이 높은 Jet fire와 증기운 

폭발에 대한 피해최소화 대책이 필요하고, 건물 내부의 경우 누출 직후에 폭발범위

농도에 이르므로 원천적인 누출량 최소화를 위한 인터록 시스템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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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Safety Assessment for Fire and 

Explosion in Hydrogen Handling Facility

Donyoung Pyo

Dep. of Professional Safety and Health

Graduate School, University of Ulsan

  The Green Energy Industry Development Strategy was established and 

announced by the government in 2008 for the development of alternative energy 

industries presented specific action plans for the nine major areas of its growth. 

In particular, the hydrogen sector was supported 91.8 billion won by 2017 to install 

and operate large hydrogen stations to increase the supply of fuel cell vehicles. In 

2017, there are 1,287 hydrogen handling facilities, and 19 hydrogen stations for 

hydrogen fuel cell vehicles throughout the country. 

  A total of 12 hydrogen gas related accidents that were resulting from fires, 

explosions and leaks related hydrogen have occurred in the last 10 years. Most 

accidents have resulted in injuries or deaths of workers. Recently, the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hydrogen fuel cell cars has been accelerating, and 

the expansion of the infrastructure has led to the increase of hydrogen stations 

continually. 

  In this study, the status of hydrogen handling facilities, accident occurrence, 

legal regulations were investigated. The explosive hazardous area and zone on 

hydrogen stations handling high-pressure hydrogen were calculated according to KS 

C IEC 60079-10-1: 2015 and they were compared with the CFD(Computational 

Fluid Dynamics) results to evaluate the conditional variable settings. Consequence 

analysis is assessed by selecting the hydrogen leak accident scenario.

  The safety of hydrogen handling facilities are generally applied to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nd the High-Pressure Gas Safety Control Act. 

The charging facilities are specially applied to the Exception Regulation on 

Installation Guideline of Convergence·Integration, Package and Portable Vehicles 

Refueling and the High-Pressure Gas Safety Control Enforcement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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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the exception regulation, the explosive hazardous area of hydrogen 

charging system is specified as ‘charging hose length (m) + 1.0(m)’. However, 

according to KS C IEC 60079-10-1: 2015(classification of areas - explosion gas 

atmospheres), the explosive hazardous area were reviewed with variables such as 

source of releases, release characteristic, grade of release, hole cross sections. 

Depending on the variable of the hole cross section and the type of release, it 

might to confirm that the hazardous distance has been increased up to 7 times 

compared to the minimum value. The CFD simulation analyzed to get more 

accurate results, the hazardous distance was calculated as 1.6 m. It was confirmed 

that the exception regulation is a reasonable technical guideline, if the excess 0.6 

m was taken into account for the reduction of the distance due to the shape of 

the refueling hose like to “U”during refueling

  Due to the rapid spread and low minimum ignition energy of hydrogen, rupture 

is highly likely to cause fire, explosion and major accidents. The self-ignition of 

high-pressure hydrogen is highly likely to ignite immediately when it leaks from 

an open space, resulting in jet fire. Results of the diffusion and leakage simulation 

show that jet effect occurs from the leakage source to a certain distance. And at 

the end of location, the vapor cloud explosion can be occurred due to the 

formation of hydrogen vapor clouds by built-up. In the result, it is important that 

depending on the time of ignition, a jet fire or a vapor cloud explosion may 

occu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take into account jet effect by location of 

leakage source and establish a damage minimizing plan for the possible jet fire or 

vapor cloud explosion.

  Leakage from piping on hydrogen compressor inside the building makes 

explosion atmosphere for about 2 seconds of leakage. When ignited after 2 

seconds, the maximum overpressure is created up to 13.21 kPa, leading to a series 

of explosions caused by damage to the building's internal facilities. It will be more 

likely to affect other LPG and CNG stations outside of buildings. It is required to 

any kind of measurements such as an interlock system to prevent hydrogen 

leakage or minimize the amount of leakage when detecting leakage of g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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