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최근 액화천연가스(Liquefied Natural Gas, LNG)를 주-연료로 

활용하는 선박이 다수 건조됨에 따라 해당 선박으로의 LNG 공급, 
즉 벙커링(bunkering)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다 (DNV, 2022a). 

극저온의 LNG는 대기 누출 시 천연가스(natural gas, NG)로 
급속히 기화, 높은 가연성을 지님에 따라 벙커링 중 예기치 않은 
누출은 각종 중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ISO, 2015). 국제표준
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는 
벙커링 작업 사양에 대한 표준 및 위험도 평가에 대한 지침을 통
해 벙커링 중 누출에 대비한 각종 안전수단 구비와 함께 일련의 
관리구역(controlled zones)이 배치되어야 함을 설명한다 (ISO, 
2021a, 2021b). 이는 선박 기본설계에 내재된 위험구역
(hazardous zone 또는 dangerous zone)을 비롯해 안전구역
(safety zone) 및 보안구역(monitoring and security area)으로 구
성되며(Fig. 1) 각 구역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ISO, 2021b):

- 위험구역: 선박 내 폭발성 (또는 가연성) 기체가 발생 가능하여 
점화원 제어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공간 (IEC, 2020)

- 안전구역: 벙커링 중 LNG 누출에 의해 가연성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공간으로 특정/필수 인원 출입 및 작업 수행만을 허용

Fig. 1 Concept drawing of the LNG bunkering controlled 
zone (ISO, 202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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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구역: 벙커링 작업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료
공급설비 및 선박 주변 교통 및 일련의 행위가 제어되는 공간

이 중 안전구역은 위험구역을 포함함과 동시에 보안구역 내부
에 존재하게 되며 그 배치 근거에 대해 벙커링 관련자 간 협의 및 
관할당국 승인이 요구되는 등 벙커링 수행을 위한 필수 요건으로 
간주될 수 있다 (EMSA, 2018; IACS, 2017). 현재 안전구역 배치
와 관련된 국제산업표준 방법론 및 각종 단체들의 지침이 존재하
나 (ISO, 2021b; DNV, 2021; SGMF, 2018) 이들의 경우 1) 실
제 배치를 위한 상세 적용 방안 혹은 적용 예시가 제공되지 않음
과 더불어; 2) 방법론 적용을 위해 일정 수준의 공정 설계 지식 
및 누출 모사 기술이 요구됨에 따라 그 범용적 활용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국내의 경우 LNG 벙커링에 관한 별
도 표준이 존재하지 않으며 트럭 또는 선박 등 공급설비에 따라 
기존 국내 법령에 근거, 상이한 안전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MOF, 
2021; MOTIE, 2021). 각 기준의 경우 앞서 언급된 국제 벙커링 
표준을 (ISO, 2021a, 2021b) 일부 차용하고 있으나 그 범위가 제
한적이며 특히 국내 벙커링 수요 대다수를 차지하는 트럭-선박 간
(truck-to-ship, TTS) 작업의 경우 안전구역 개념의 명확한 정립 
및 적용이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향후 증가될 국내 벙
커링 수요 및 작업 위험성을 고려할 때 보다 범용적인 표준을 제
정, 벙커링 절차 및 안전수칙 규범이 제공되어야 하며 그 첫 단계
로 안전구역 개념 및 배치 기준 정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2. LNG 벙커링 시 안전구역 배치 동향
2.1 안전구역 배치 방법론 관련 산업관행

ISO는 LNG 벙커링 위험성 평가 지침을 통해 안전구역 배치를 
위한 2가지 방법론을 제공한다 (ISO, 2021b):
- 결과기반접근법(consequence-based approach):

특정 누출 시나리오에 관한 누출 및 확산 거동 분석을 통해 연
소하한계(Lower Flammable Limit, LFL) 분포 범위를 예측, 이
를 안전구역으로 설정

- 위험도기반접근법(risk-based approach):
다양한 누출 시나리오들을 고려, 해당 시나리오들의 위험도 수
준에 따른 안전 거리, 즉 안전구역을 설정 (일련의 확률론적 
위험도 평가 방법론에 해당함)
각 방법론의 상세 활용 예는 제공되지 않으며 결과기반접근법

을 보다 범용적으로 간주하고 필요에 따라 위험도기반접근법이 
활용될 수 있음을 설명한다. 선박의 LNG 연료 활용 관련 단체, 
SGMF(The Society for Gas as a Marine Fuel)는 벙커링 시 관리
구역 배치에 대한 지침을 발간함과 동시에 ISO 결과기반접근법에 
근거한 안전구역 배치 프로그램, BASiL을 개발, 상업적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SGMF, 2018). 이는 ISO에 의해 결과기반접근법 활
용 모범 사례로 소개되며 현재 국내외 LNG 벙커링 시의 안전구
역 배치를 위해 해당 프로그램이 널리 활용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2.2 해외 LNG 벙커링 시 안전구역 배치 동향
국제선급협회(IACS)는 LNG 벙커링 지침 관련 권고사항을 발

행 (IACS, 2017), 선박으로의 LNG 연료 공급 시 ISO 방법론에 
근거한 안전구역이 설정되며 이에 대한 항만당국 승인이 필요함
을 설명한다. 유럽해사안전청(EMSA)은 항만당국 및 항만관리자
의 역할 수행을 위한 LNG 벙커링 지침을 발행 (EMSA, 2018), 
이를 통해 유럽 내 항구에서의 벙커링 시 안전구역 배치 내역에 
대한 검토 및 승인이 이뤄짐을 확인할 수 있다. 일부 유럽 항구의 
경우 LNG 등 가연성 물질 벙커링 시 별도의 계산 과정을 생략하
는 대신 20, 25 m 등의 안전구역 배치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CCNR, 2021; Port of Gothenburg, 2022).

2.3 국내 LNG 벙커링 시 안전구역 배치 현황
국내의 경우 벙커링 공급설비 형태에 따라 특정 법령에 근거한 

안전기준이 적용되며 안전구역 배치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트럭을 통한 작업(Truck-To-Ship, TTS):

트럭을 이용한 벙커링에 해당하며 도시가스사업법에 근거한 
안전기준이 적용된다 (MOTIE, 2021). 명확한 안전구역 개념은 
존재하지 않으며 대신 일련의 안전거리 기준이 존재한다 (선
박~자동차 간= 3 m 및 충전장소~화기 간= 8 m 이격). 각 수
치에 대한 근거 및 해당 기준의 LNG 벙커링 안전구역으로서의 
역할 수행 타당성은 확인된 바 없다. 대형 조선소의 경우 벙커
링 자체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 이때 ISO 결과기반접근법에 
근거한 안전구역을 설정하며 이는 국내 법 기준을 크게 상회하
는 것으로 확인된다. 

- 선박을 통한 작업(Ship To Ship, STS):
연료공급선(Bunkering Vessel, BV)을 이용한 벙커링에 해당하
며 선박입출항법에 근거한 안전기준이 적용된다 (MOF, 2021). 
관할항만당국의 작업 승인 절차가 존재하며 이를 위해 안전구
역 배치를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이 수립된다. 안전구역 배치 방
법론은 제시되지 않으며 벙커링 수행자에 의해 도출된 내역에 
대한 정부대행검사기관의 타당성 검토가 요구된다. 대형 조선
소에서 LNG운반선에 대한 STS 작업이 몇 차례 수행된 바 있
으며 이때 SGMF BASiL 또는 자체 계산절차 활용 등 ISO 결과
기반접근법에 근거한 벙커링 안전구역 배치 및 이에 대한 항만
당국 승인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된다.

2.4 학술연구 현황
LNG 벙커링 안전구역 관련 각종 학술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Park et al. (2018)은 CFD(Computational Fluid Dynamics) 해석
을 통한 LNG 누출 모사 및 안전구역 배치 방안에 대해 검토한 바 
있으며 Carboni et al. (2022)는 누출 모사 시 도구선택이 안전구
역 배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바 있다. Jeong et al. 
(2017, 2018, 2020)은 정량적 위험도 평가 방법론을 활용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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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구역 및 안전구역배치 방안을 소개한 바 있으며; Park et al. 
(2020) 및 Park and Paik (2022)은 혼합접근법을 활용한 안전구
역 배치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
되어 왔으나 산업계 내 주로 활용되는 결과기반접근법의 적용 방
안 및 배치 사례에 관한 정보는 극히 제한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3. 안전구역 배치 기준 정립 필요성
3.1 국내 LNG 벙커링 수요

국내의 경우 2013년 이후 일부 연안 선박 운항을 위한 TTS 벙
커링이 수행되고 있으며 국내 조선소 LNG 연료추진선 건조량 증
가와 함께 이들 선박의 가스시운전을 위한 TTS 벙커링 수요가 증
가 추세에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최근 조선소 신조 LNG 운반선 
시운전을 위한 STS 벙커링 작업이 수행, 점차 그 수요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Korea LNG Bunkering (KOLB), 2022).

Fig. 2 Example TTS & STS LNG bunkering (KOLB, 2022)
향후 국내 벙커링 수요 및 작업 형태는 다음과 같이 예측된다:

1) 연안 선박 운항을 위한 TTS 벙커링:
친환경선박법(MOF, 2020) 및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LNG 연

료를 활용한 연안 선박 증가가 예상되며 이들 운항을 위한 지속
적인 TTS 벙커링 수요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조선소 신조 LNG 연료추진선 시운전을 위한 TTS 벙커링:

LNG 연료추진선 수요 증가에 따라 이들 선박 건조 경쟁력을 
지닌 국내 조선소의 수주 및 건조량 증가가 예상된다. 해당 선박 
건조 과정에서 가스시운전을 위해 연료 탱크 용량 대비 소량의 
LNG 공급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조선소 TTS 벙커링 수요가 지속
적으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조선소 신조 LNG 운반선 시운전을 위한 STS 벙커링:

신조 LNG 운반선의 경우 선박 인도 전 국내 터미널 이동 및 
연료 수급을 통해 시운전 수행해 왔으나 근래 국내 조선소의 
LNG 운반선 수주 증가에 따른 터미널 포화가 예상된다. 최근 대
형 조선소를 중심으로 터미널 연료 수급에 대한 대안으로, STS 
벙커링을 수행한 바 있으며 이는 향후 본격적인 국내 BV 운용과 
함께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4) 외항선의 국내 항만에서의 STS 벙커링

국내 취항 외항선에 대한 연료공급 수요가 존재하며, 점차 많
은 LNG 연료추진선 입항과 함께 해당 수요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선박의 경우 항구에서의 연료공급 및 화물 동시
선적(simultaneous operations, SIMOPS) 작업이 선호되며 이를 
위한 STS 수요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3.2 국내 TTS 벙커링 안전성 확보 필요성
앞선 동향 파악을 통해 현행 및 향후 국내 주요 벙커링 수요가 

TTS 작업을 통해 형성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해당 작업의 경
우 대중적인 공급설비를 활용하며 비교적 간단한 작업 절차로 수
행됨에 따라 연료공급업자 측에 낮은 사업 진입장벽을 형성할 수 
있다. 국내 벙커링 수요 증가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급자
(예:한국가스공사) 혹은 수요자(조선소)를 통해 수행되던 TTS 작
업이 다양한 규모의 공급/수요자를 대상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이때 벙커링 작업자의 경험, 기술 수준, 설비 상
태 등에 따라 형성될 수 있는 상이한 작업 환경은 국내 벙커링 산
업 안전 문화 조성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벙커링 
수행 주체와 무관하게 적용될 수 있는 범용적인 안전방벽이 강구
되어야 하며 최우선적으로 명확한 안전구역 개념 및 기준 정립이 
검토될 수 있다.

2.3절을 통해 TTS 벙커링 관련 현행 국내 안전기준의 경우 대
상설비 간 이격거리 및 화기 이격거리 기준을 제공, 작업 주체 및 
작업장 환경과 무관한 범용적 활용이 이뤄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수치의 타당성 혹은 안전성에 대한 근거
는 확인된 바 없으며 해외 일부 항구에 적용되는 안전구역 권장 
배치 기준 (CCNR, 2021; Port of Gothenburg, 2022) 대비 제한
적인 격리가 이뤄짐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TTS 벙커링 주 수요
처인 국내 대형 조선소의 경우 자체적인 안전구역 배치를 통해 
작업장 안전을 확보하고 있음을 언급하였으나 이 경우 일정 수준
의 전문 지식 및 특정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요구될 수 있어 그 접
근이 제한적이며 숙련도에 따라 부적절한 결과가 도출될 우려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벙커링 주체로 하여 직관적인 
활용이 가능함과 동시에 보수적인 안전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국내 TTS 벙커링 환경을 고려한 안전구역 배치 기준을 검토, 현
행 국내 안전기준을 대체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한편 STS 
벙커링의 경우 국제 벙커링 지침에 따른 안전구역 배치 및 이에 
대한 항만당국 승인이 요구되고 있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연료공
급 또는 수급주체에 의한 적절한 안전구역 배치 검토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TTS 벙커링 안전구역 배치 기준 제안
4.1 안전구역 배치 방법론

국내 LNG TTS 벙커링 안전구역 배치기준 정립 과정에서의 직
관성 확보 및 도출된 결과물의 범용성을 확보하고자 ISO 결과기
반접근법의 활용이 고려되었다. 결과기반접근법을 활용한 적정 
안전구역 배치안 도출을 위해 4단계 절차로 구성된 안전구역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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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흐름도 및 절차가 제시되며(Fig. 3) 절차 내 각 상세 단계별 
고려되어야 할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Define LNG 
leak scenario

Analyze supply 
flow (process)

Simulate leak, 
evaporation & 

dispersion

Arrange the 
safety-zone 

layout

Fig. 3 Flow chart of the safety zone layout using the ISO 
consequence-based approach

1) 연료 공급흐름(공정) 분석 [Analyze supply flow (process)]
TTS 벙커링 시 다음과 같은 공급설비 특성 및 사양들을 파악, 
수급선박으로의 연료공급 흐름을 분석한다:
- 연료공급선 (배관, 호스 등) 직경
- 최대 공급 압력 및 온도 (연료 탱크)
- 최대 이송속도 및 유량
- 차단밸브(shut-down valve) 작동 시 연료공급선 내 격리 및 

체류되는 연료량
2) 누출 시나리오 선정

연료 공급 중 발생 가능한 누출 상황을 정의하며 각종 연료공
급시스템에서의 (공급선, 각종 계기류, 밸브 및 해당 요소 간 
연결부 등) 다양한 누출이 고려될 수 있다. 이때 주관적 관점
에서 특정 적정 누출 크기를 정의하는 것은 큰 불확실성을 내
포할 수 있으므로 누출 크기 선정에 대한 기술적 근거를 확보
하는 것이 주요하다. 관련하여 SGMF는 자체적인 연구 및 실
험 결과를 토대로 LNG 벙커링 중 연료공급관(배관 또는 호스) 
직경 6 %에 해당하는 누출 크기 선정이 적정함을 설명한다. 
누출 크기 선정 이후 수직 또는 수평 방향으로의 특정 누출 
형성을 가정할 수 있으며 누출 시 연료공급관의 최대 설계 압
력이 형성됨을 가정하여 보수적인 누출 영향이 검토될 수 있
다. 누출 지점의 경우 연료공급관 전반에 걸쳐 형성될 수 있
으며 작업장 주변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될 수 있다.

3) 누출, 기화 및 가스 확산 모사
정의된 누출 시나리오에 따른 누출, 기화 및 가스 확산 모사
가 수행되며 각종 수식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의 도구가 활
용될 수 있다. ISO (2021b) 지침은 결과기반접근법의 적정 모
사 도구로 DNV PHAST (2022b), SGMF BASiL (2018) 등의 
컴퓨터 프로그램 활용을 제안한다. 앞서 정의된 연료공급흐름 
및 누출 시나리오 관련 변수들이 모사 도구에 입력되어 누출 
이후 가연성 가스 확산 영향이 평가된다.

4) 안전구역 배치
모사 결과 식별된 가연성 가스 확산 범위, 즉 LFL 범위에 해
당하는 안전구역 배치안이 도출된다. 배치 형상에 대한 명확
한 지침은 존재하지 않으나 참조 문헌을 통해 (Carboni et 

al., 2022; ISO, 2021b; Park and Paik, 2022) 누출 가능 지
점으로부터의 잠재적 LFL 영향 범위 전체를 포함할 수 있는 
배치가 이뤄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SGMF (2018) 
BASiL의 경우 연료공급선 양끝단 연결부, 즉 공급설비 및 수
급선박 연결부에서의 누출로 인한 LFL 영향 범위를 모두 포함
하는 형태의 안전구역 배치가 이뤄지는 것으로 확인된다 (ISO 
2021b).

4.2 안전구역 배치 예시
국내 TTS 벙커링 환경을 고려, 4.1절의 절차를 적용한 안전구

역 배치안이 도출되었다. 가상의 항구에서 트럭을 활용한 중소형 
선박으로의 LNG 벙커링 작업이 가정되었으며 각 Fig. 4 및 5는 
수급대상 선박 및 공급설비 트럭을 나타낸다. 안전구역 배치 절
차 및 흐름도에 따른 상세 도출 과정은 아래와 같다:

Target ship Eco-nuri

Gross tonnage 260 ton

Lengthoverall 38 m

Width 8 m

Fig. 4 Receiving ship for TTS LNG bunkering (IPA, 2022)

Type LNG tank lorry

Capacity 34,200 ~ 37,000 liter

Car weight 15,250 ~ 15,890 kg

Total weight 29,255 ~ 30,950 kg

Fig. 5 Supplying truck for TTS LNG bunkering (CVI, 2022)
1) 연료 공급흐름(공정) 분석

트럭으로부터의 연료 공급흐름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최대 공급 압력 및 온도: 6 barg 및 –163 deg.C
- 최대 이송속도 및 유량: 최대 10 m/s 및 150 m3/h
트럭/선박 간 3 inch 직경의 유연호스가 연결되며 양측의 연료 
탱크 간 초기 압력차 및 트럭에 설치된 기화설비를 통해 연료
공급흐름이 형성된다. 비상 시 차단밸브 작동으로 인해 10 m 
길이의 유연호스 내 약 81 kg의 LNG가 잔존하며 이송속도 및 
유량의 경우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허용 값을 나타낸다.

2) 누출 시나리오 선정
SGMF (2018) 지침을 토대로 호스 직경의 6 %, 즉 4.5 mm 
크기 누출이 정의된다 (Table 1). 보수적 누출 효과 도출을 위
해 누출 시 호스 내 최대 공급 압력(6 barg)이 형성됨을 가정
하며 트럭 쪽 연결부에서의 수평 방향 누출이 고려된다. 이는 
벙커링 작업장 내 수직 방향 가연성 가스 형성에 대한 위험 
요소가 없음을 간주함과 동시에 수평 방향 가연성 가스 형성
에 대한 항구 내 인명 피해를 주요하게 검토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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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Leak hole size recommendation (SGMF, 2018)
Hose Dia. 2 inch 3 inch 4 inch ··· 10 inch
Leak size 3 mm 4.5 mm 6 mm ··· 15 mm

3) 누출, 기화 및 가스 확산 모사
각종 공정 사고 모사를 위해 널리 활용되는 DNV PHAST를 활

용, 누출량 변화 및 이에 따른 기화, 가스 확산 등의 모사가 수행
되었다 (DNV, 2022b). 앞서 정의된 연료 공급흐름 및 누출 시나
리오 정보들이 PHAST에 입력되며 누출 시 안정적인 기화 및 가
스 확산 영향 도출을 위해 낮은 풍속 (1 m/s) 및 안정적 대기 조
건이 고려되었다. Fig. 6은 PHAST 모사 결과 도출된, 약 11 m의 
수평 방향 가연성 가스 확산 거리를 나타낸다 (100 % LFL 농도 
기준).

Leak direction

LFL concentration 100 %

Fig. 6 Simulation result: Maximum distance of flammable gas 
dispersion following the leak direction (LFL 100 %)

4) 안전구역 배치
Fig. 7은 앞서 도출된 가연성 가스 확산 거리를 기준으로 TTS 

벙커링 작업장에 배치된 안전구역 범위를 나타낸다. 누출 지점인 
트럭 연결부를 중심으로 반경 11.5 m 규모의 원형 안전구역이 
생성되었으며 이는 트럭 전체 및 수급선박의 매니폴드 구역을 포
함하게 된다.

LNG fueled ship
(Length= 38 m)

Truck
Shore side
Sea side

Leak

Safety zone

Flexible hose (LNG)

Fig. 7 Resulted safety zone layout for the imaginary LNG 
TTS bunkering

4.3 안전구역 배치 결과 고찰 및 국내 기준 제안
4.2절을 통해 도출된 TTS 벙커링 안전구역 배치 기준의 경우 

현행 국내 법제도 상의 설비 간 (3 m) 및 화기 이격 (8 m) 기준거
리들을 상회함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결과 도출과정에서 고려된 
특정 조건 또는 일부 가정들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 연료공급흐름 일반화: 안전구역 배치 방법론, 특히 결과기반접

근법의 경우 선정된 누출 시나리오에 따라 안전구역 배치 내역
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누출 시나리오의 핵심 요소는 연료
공급설비 사양 및 연료공급흐름에 근거한다. 현재 국내의 경우 
TTS 벙커링 시 활용되는 공급설비를 Fig. 5의 상용 트럭으로 
특정할 수 있으며 따라서 수급대상 선박과 무관하게 연료공급
흐름의 일반화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최대 연료공급흐름).

• 확정론적 누출크기 선정: 결과기반접근법을 활용한 안전구역 
배치 시 대표 누출 시나리오에 따른 누출 영향이 평가되게 되
며 이때 누출 크기 선정을 그 핵심 요소로 볼 수 있다. 현재 
LNG 벙커링 시 적정 누출 크기 선정 관련 참고 자료는 극히 제
한적인 한편 SGMF 지침 – 연료공급선 6 %의 경우 산업계 전
반적으로 통용되며 해외 각종 LNG 벙커링 작업 시 활용되고 
있다. 확정적 누출 크기 선정에 관한 별도 대안이 존재하지 않
는 상황에서 해당 방안이 최선으로 판단된다. 

• 수평 누출 방향 선정: 안전구역 배치 절차의 “누출, 기화 및 가
스 확산 모사” 단계에서 단일 수평 방향 누출 및 이에 따른 가
연성 가스 최대 확산 거리가 식별되었으나 “안전구역 배치” 단
계에서는 해당 거리를 반경으로 지니는 원형 안전구역이 생성
되었다. 실제 누출 시 모든 수평 방향 누출 가능성을 고려하기 
위함이며 이를 통해 누출 현상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기반접근법의 경우 SIMOPS 상황을 배제
함에 따라 수직 방향에 존재할 수 있는 크레인 작업 등으로 인
한 점화원을 배제, 별도 수직 방향 누출은 고려되지 않았다.

• 트럭 측 누출 지점 선정: 트럭 연료공급선 연결부를 누출 지점
으로 간주, 해당 지점으로부터의 누출 및 가연성 가스 확산에 
의한 안전구역 배치안이 도출되었다. 이는 항구, 터미널 등의 
벙커링 작업장소 근접 타 작업 인원 및 외부 상업, 거주구역 인
원을 고려, 누출 사고 시 해당 인원들의 비상 대응 및 안전 확
보가 미흡할 수 있음을 고려하기 위함이다. 선박의 경우 필수 
인원 출입 및 작업 제한 등 벙커링 작업 조치에 따른 안전이 확
보됨과 더불어 보안구역 등 기타 벙커링 관리구역 적용을 통해 
가연성 가스 확산 시 해상 방향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간
주, 선박 연료공급선 연결부에서의 누출 영향이 배제되었다. 
참고로 선박 측 연결부에서의 누출 영향이 고려될 경우의 안전
구역 배치안은 Fig. 8과 같이 도출될 수 있다.

• 모사 도구: 누출 ~ 확산 모사에 활용된 PHAST의 경우 각종 
CFD 도구 활용 시에 비해 보수적인 가스 확산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음이 확인된다 (Carboni et al., 2022; Gerbec et al., 
2021). 이는 국내 TTS 벙커링 시 벙커링 작업 주체로 하여금 
직관적인 안전구역 배치를 지원함과 동시에 보수적인 안전환경
을 조성하기 위한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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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fueled ship
(Length= 38 m)

Truck
Shore side
Sea side

Leak

Safety zone

Flexible hose (LNG)

Fig. 8 Safety zone layout with consideration of leakage at 
the connection point of the receiving ship

연료공급흐름의 일반화 및 누출 시나리오 선정 시 일련의 표준
화를 거쳐 도출된 11.5 m 반경의 원형 안전구역 배치 기준은 국
내 TTS 벙커링 환경에 범용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향후 공급설
비, 즉 트럭의 신규 사양이 도입될 시 해당 공급 특성을 고려한 
배치 기준이 추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현재 선박
으로의 다수 트럭을 활용한 동시 LNG 연료공급 작업 환경 조성
을 위한 법제도 개정이 검토되고 있으며 트럭 및 선박 간 연료공
급선 연결이 4 inch 연결부의 매니폴드(manifold, 집합설비)를 통
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4.1절의 절차 적용을 통한 안
전구역 배치 기준은 약 23 m 반경으로 도출될 수 있으며 이는 다
수 트럭 공급이 수행되고 있는 해외의 일부 항구에서 제시하는 
안전구역 기준과 (20 ~ 25 m) 유사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CCNR, 2021; Port of Gothenburg, 2022). 아래 Fig. 8과 9는 
다수 트럭 공급 시의 누출 영향 및 안전구역 배치안을 나타내며 
Table 2는 본 연구를 통해 제안되는, 국내 TTS 벙커링 시 공급설
비 조건에 따른 안전구역 배치기준을 나타낸다.

Table 2 Recommended standard of the safety zone layout 
for the domestic LNG TTS bunkering

Supplying facilty Only truck With manifold
Maximum pressure 6 barg

Hose diameter 3 inch 4 inch 
Leak hole size 4.5 mm 6 mm
Layout radius 11.5 m 23 m

LFL concentration 100 %

Leak direction

Fig. 9 Maximum distance of flammable gas dispersion in case 
of multiple truck transfer with the manifold system

LNG fueled ship
(Length= 38 m)

Truck
Shore side
Sea side

Leak

Safety zone

Truck

Flexible hose (LNG)

Manifold

Fig. 10 Example safety zone layout in case of multiple truck 
transfer with the manifold system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LNG 벙커링 시 안전구역 개념 및 배치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국내 TTS 벙커링 환경을 고려한 안전구역 배
치 기준이 제안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LNG 벙커링 시 안전구역 배치를 통한 안전방벽 구축이 필수적

이나 국내의 경우 TTS 벙커링을 위한 안전기준 내 명확한 안전
구역 개념 및 배치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다.

• 점차 증가될 국내 TTS 벙커링 수요에 대비, 다양한 작업장 환
경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안전구역 배치 기준이 검토, 
제안되었다:
- ISO 결과기반접근법에 근거, 해당 방법론의 직관적 활용을 

위한 절차가 개발되었으며 국내 TTS 벙커링 환경을 고려한 
안전구역 배치안이 도출되었다.

- 벙커링 공급설비의 일반화 및 이에 따른 일련의 안전구역 배
치 절차 표준화를 통해 도출된 안전구역 배치안의 범용적 활
용이 제안되었다.

• 제안된 안전구역 배치 기준의 경우 일부 가정 및 현행 국내 
TTS 벙커링 환경의 특정 조건을 고려하여 도출되었으며 실제 
법제도 상의 안전기준으로 활용되기 위해 이들 근거 적정성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검토 필요성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 표
준 공급설비로 고려된 트럭 외 상이한 사양의 트럭 도입 및 운
용이 예상될 경우 해당 조건에 따른 별도 안전구역 배치기준이 
추가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LNG 벙커링 안전구역 배치기준의 경우 벙
커링 작업 주체로 하여금 보다 직관적인 동시에 보수적인 안전거
리를 확보하도록 하며 이는 국내 TTS 벙커링 작업장의 근본적인 
안전방벽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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