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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법공학(Forensic Engineering)은 각종 사고에 관한 

법적 문제에 대해서 이를 공학적으로 해명하는 학

문 분야로 공학과 관련된 분야에서 사고가 발생했

을 경우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

는 전문가가 법적인 관점에서 문제점을 규명하는 

학문이다.(1,2) 사고 원인 규명 과정에 있어서 일반

적인 공학적 관점이 사고가 발생하는 메케니즘을 

설명하고 파악하는데 주안점을 둔 반면 법공학은 

안전사고 및 재난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문제를 해

명하는 목적으로 외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법

공학 조사관들의 정확한 원인분석을 통해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각종 제도와 법적규

제에 대한 규격 및 정책을 제안하여 안전하고 안

정된 사회를 실현하는데 공헌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회가 점점 고도한 기술사회로 접어들고 

Key Words : Forensic Engineering(법공학), Instrumented Indentation Technique(계장화압입시험법), Failure(파괴), 

Fractography(파단면검사), Accident Investigation(사고조사) 

초록: 대기오염 등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경유차 배출 가스 저감을 위한 최적의 대안으로 최근 

세계적으로 천연가스차량의 보급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추세에도 불구하고 그 안전성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으며 최근 그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천연가스버스 압력용기 파열 사고는 대중들이 많이 이용한다는 점에서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그 심각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법공학적인 측면에서 좀 더 전문화되고 체계적인 

사고조사와 원인 규명을 통해서 사전에 예방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유사 및 동종재해의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구조해석을 통한 용기의 설계 검증과 용기의 파손형태 검사 및 재료 물성평가 등을 통해 용기파손에 

의한 CNG 차량 폭발 사고에 관한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동일 형태의 차량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한다. 

Abstract: Forensic Engineering is the art and science of professionals qualified to serve as engineering experts in 

courts of law or in arbitration proceedings. Buses using compressed natural gas (CNG) trend to be extended in use 

internationally as optimal counterplan for reducing discharge gas of light oil due to high concern about environment. 

However, CNG buses have to be equipped with composite pressure vessels (CPVs); since the CPVs contain 

compressed natural gas, the risks in the case of accident is very high. Hence, the investigation of such accidents is 

usually associated with engineering analysis. Among the possible reasons for such CNG explosion accidents is vehicle 

fire and vessel fracture. By conducting formal inspection and engineering tests, in this study, the cause of vessel 

explosion is investigated by analyzing the failure mechanism by fractography and by comparing the material properties 

of a reference part with those of a problem part by adopting instrumented indentation technique. 

§ 이 논문은 대한기계학회 2010 년도 추계학술대회(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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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공판중심주의 도입으로 인해 공학과 법이 함

께 관련된 문제들을 다루는 법공학에 대한 필요성

은 더욱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법공학에

서 다루는 내용 중 피난시간이 없고 발생시 큰 폭

압에 의해 대형참사를 일으킬 수 있는 천연가스 

자동차의 가스용기 폭발 원인분석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천연가스 자동차는 연료의 사용 

형태에 따라 압축된 천연가스를 연료원으로 사용

하는 압축천연가스(CNG) 자동차와 액화 상태의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액화천연가스(LNG) 자동차, 

천연가스를 연료 용기에 흡착·저장하였다가 사용

하는 흡착천연가스(ANG) 자동차 등이 있다. 천연

가스버스는 이 중에서 주로 압축천연가스를 사용

하기 때문에 CNG 버스(Compressed Natural Gas Bus)

라고도 한다. 기체 상태인 압축천연가스를 원료로 

하기 때문에, 기존의 경유 차량과 비교했을 때 매

연이나 미세먼지가 전혀 없고 소음 발생도 절반 

수준으로 대기오염 발생량이 10 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특히 대기오염 등 환경에 대한 관심

이 높아지면서 경유차 배출 가스 저감을 위한 최

적의 대안으로 최근 세계적으로 천연가스차량의 

보급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추

세에도 불구하고 그 안전성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

을 불러 일으키고 있으며 최근 그 이용에 따른 안

전사고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 발

생한 천연가스버스 압력용기 파열 사고는 다행히 

그 피해 정도가 경미하였으나 대중들이 많이 이용

한다는 점에서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큰 

문제를 안고 있으며 또한 유사 사고가 다시 발생

할 수 있는 점이 내재되어 있어 그 심각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3) 이러한 CNG 차량의 폭발사

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법공학적인 측면에서 좀 

더 전문화되고 체계적인 사고조사와 원인 규명을 

통해서 사전에 예방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유사 및 

동종재해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서는 구조해석을 통한 용기의 설계 검증과 용기의 

파손형태 검사 및 재료 물성평가 등을 통해 용기

파손에 의한 CNG 차량 폭발 사고에 대한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동일 형태의 차량 안전

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사고개요 및 구조 이해 

2.1 사고 개요 및 특징 

본  사고는 Fig. 1 에서 보듯 CNG 충전소에서 

CNG 버스 충전 중 차량에 장착된 CNG 용기가 폭

발하면서  용기의  하부돔이  본체에서  분리되어  

 
 

(a) Exploded CNG vehicle 

 

 
 

(b) Vessel explosion 

 

 
 

(c) Surrounding damage 

 
Fig. 1 The scene of explosion accident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버스의 상부를 관통하고 주변

에 피해를 준 사고이다. 버스에는 총 8 개의 라이너

(Liner)가 설치되고 공통배관을 통하여 가스가 충전

되는 형식으로 폭발된 라이너는 버스 전방으로부터 

6 번째 라이너이며 충전기의 충전 상태는 모니터 되

고 기록이 저장되는 형식으로 충전기에는 기계식의 

안전밸브, 압력스위치 및 제어프로그램에 의한 압력

조정 등의 세가지 안전장치가 장착 되어 있다. 충전 

후반대에 약 150~180bar 의 가스압으로 공급이 종료

되고 충전시스템에 특이 결함 및 오작동 없이 정상 

운전된는 점을 고려할 때 과압 충전 및 주변 환경 

등으로 인한 사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고로 본 폭

발 사고의 근본 원인은 용기 자체 문제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용기의 손상원인은 크

게 구조해석을 통한 설계적 측면, 재료분석을 통한 

제조적 측면(용접, 열처리), 프랙토그래피(Fractography) 

를 이용한 사용환경적 측면(부식, 열, 피로)으로 나

누어 이를 평가하고 이를 종합 하여 복합재 압력용

기의 손상 요인을 진단하였다. 

 

2.2 압력용기 구조 및 연료 계통도 

폭발 차량 내 CNG 복합재 압력용기는 Fig. 2 에서 

보듯 34CrMo4 재질의 금속 라이너(Liner)에  라이너

의 실린더 부분에 대해서만 에폭시(Epoxy) 수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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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라스파이버(Glass fiber)을 함침시킨 복합재료를 후

푸 와인딩(Hoop winding)하여 원주방향의 응력만을 

보강시킨 복합재 압력용기이다. 연료 압축 및 계통 

구조는 가스의 인입 압력이 약 3.5~4.5bar 인 상태에

서 4 단 왕복동 압축기를 통해 고압 200bar 이상으로 

압축되어 가스 용기에 저장되고 압축된 가스는 저장 

용기로부터 연료 배관을 거쳐 감압밸브에서 사용압

력으로 감압된 후 공기와 혼합되어 엔진 내부 용기

로 공급된다. Fig. 3에 천연가스 버스 연료 계통도를 

간략하게 나타내었다. 

3. CNG용기 손상 평가 

3.1 구조해석을 통한 설계 평가 

CNG 복합재 압력용기의 설계 검증을 위해 상용 

프로그램인 ANSYS 를 이용하여 Fig. 2, Fig. 4 와 같

이 사고 용기 형상을 모델링하고 유한요소모델을 

생성하였다. 본 해석에서 라이너는 34Cr-Mo4, 라

미네이트(Laminate)는 E-Glass/Epoxy 재질에 대한 

물성치를 설정하였으며 적용된 값을 Table 1 와 

 

 

 
 

Fig. 2 Structure of composite pressure vessel 

 

 

Fig. 3 Diagram of fuel compress and supply system 

Table 2 에 나타내었다. 금속재 라이너에 대해서는 

8 절점 6 면체 요소인 Solid 185 요소를, 적층판(라

미네이트)에 대해서는 8 절점 6 면체  쉘요소인 

Solid 46 를 사용하였고 해석시간을 줄이기 위해 

라이너 상부 돔부분과 실린더의 1/4 부분만을 모델

링하였으며 쉘요소는 3 차원형상에만 적용함으로

써 원주방향으로 10 ° 만큼 회전시켜 체적을 생성

하였다. 접촉이 일어나는 부분인 라이너 표면과 

적층판  사이의  접촉처리는  면  대  면  접촉요소

(Point to surface contact element)를 사용하였고 접촉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접하고 있는 면에서는 

절점 의 위치가 같아야 하고 라이너가 변형을 일

으킬 경우 섬유도 함께 변형하게 되고 이로 인해 

고정된 전체 좌표계에 대한 섬유의 상대적인 위치

도 변하게 되므로 경계조건은 절점좌표계에 대해 

부여 했다.(4) 내부에 작용하는 가스의 압력은 사용

압력(Working pressure, 207bar), 수압시험압력

(Hydraulic test pressure, 311bar), 파열압력(Bursting test 

pressure, 467bar)으로 구분하여 라이너 내벽에 압력 

경계조건으로 부여했다. 자긴처리에 의해 압축잔

류응력을 발생시킨 후 각 시험 압력을 적용하여 

해석을 수행한 결과 Fig. 5, fig. 6, Fig. 7 과 같이 규

정된 모든 압력, 특히 파열압력에서 발생 최대 등 

 

Table 1 Material properties of liner (34CrMo4) 

 
 

Table 2 Material properties of composite material    
(E-Glass/Epoxy) 

Properties Value(kgf/mm
2
)

Longitudinal Modulus(E11) 5483.946

Transverse Modulus(E22) 1827.982

Transverse Modulus(E33) 1927.982

Poission's Ratio( υ12, υ13) 0.25

Transverse Shear Modulus(G12) 913.991

Longitudinal Tensile Strength(Xt) 105.46

Transverse Tensile Strength(Yt) 2.81

Transverse Shear Strength(S) 4.22

Longitudinal Compressive Strength(Xc) 105.46

Transverse Compressive Strength(Yc) 1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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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FE model and boundary condition 

 

 
 

Fig. 5 Equivalent stress distribution in working test 

 

 
 

Fig. 6 Equivalent stress distribution in hydraulic test 

 

 
 

Fig. 7 Equivalent stress distribution in bursting test 

가응력(Maximum equivalent stress)이 850MPa 로 인

장강도 940MPa 대비 이하의 값을 나타내므로 복

합재 용기 설계는 안정된 것으로 평가 되어진다. 

 

3.2 CNG 용기 파손 형태 평가 

본  사고  용기는  라이너에  복합재가  후프  랩

(Hoop wrap)으로만 와인딩되어 복합재가 용기의 

원주 방향으로 부가되는 응력만 부담하도록 한 타

입으로 Fig. 8 에서 보듯 하부 돔은 파단되어 본체

에서 분리, 이탈되었고 용기본체는 축방향으로 균

열이 진전되었다. 복합재를 제거한 결과 외부표면

에서 심한 부식형상이 식별되고 라이너 내부와 외

부에서 그을음 등의 연소현상 등은 식별되지 않는

다. 하부 돔의 파단면과 본체의 축방향균열부에서 

균열시작점 및 균열 전파 방향을 추정할 수 있는 

셰브론 마크(Chevron mark)가 관찰된다. Fig. 9, Fig.  

 

 
 

(a) Before removing laminate 

 

 
 

(b) After removing laminate 
 

Fig. 8 Condition of exploded CNG vessel 

 

 
 

Fig. 9 Fractography of side in bottom d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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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Fractography of axial-direction in cylinder 

 

 
 

Fig. 11 Fractography of crack start division 

 
10, Fig. 11 에서 보듯 마크 관찰 결과라이너 하부 

돔과 본체가 만나는 지점에서 상부방향으로 4cm 

지점에 원주방향으로 산 형태의 파단면 형상이 관

찰되고 전체적인 균열전파형태는 이 부분으로 균

열 시작점이 수렴되는 형태를 가진다. 파괴 시작 

기점 부위(Fig. 11, A 지점)의 파단면을 Fig. 12 와 같

이 SEM 을 이용하여 관찰한 결과 국부적으로 부

식층이 식별되고 벽개파괴와 내압에 의한 섬유상

의 파괴형태가 관찰된다.(5,6) 

 

3.3 재료 화학적 성분 및 물성 평가 

파괴 시작 기점의 라이너 부분에 대한 화학적 

조성의 특이점을 파악하기 위해 철 및 강의 광전 

측광식 발광 분광 분석 방법(KSD 1652 : 2007)에 

준하여 성분분석을 수행한 결과 Table 3 에 나타낸 

바와 같이 화학적 성질은 주어진 설계조건을 만족

하는 상태이다. 물성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Fig. 13 

 
 

Fig. 12 Fractography of crack start point A 

 

과 같이 각 균열전파선을 따라 각 부위별로 시편

을 채취하여 Fig. 14 와 같이 물성평가를 수행하였

다. 본 평가에서는 사고 시편의 경우 기존의 기계

적 물성 평가법들이 가지는 시편 제작의 단점으로 

인해 적용될 수 없었던 다양한 분야들에 대해 폭

넓게 응용되고 있는 계장화 압입시험법을 이용하

였다. 계장화 압입시험법은 다양한 기계적인 특성

을 비파괴적으로 측정하는 최신기술로서 재료에 

하중 인가 및 제거 과정 중 하중과 변위를 연속적

으로 측정하여 획득된 압입하중-변위곡선의 분석

을 통해 유동물성, 잔류응력, 파괴인성 등의 기계

적 특성을 평가 할 수 있는 방법이다.(7~9) 그 결과

를 Table 4, Table 5 에 나타내었고 설계조건 항복강

도(840 MPa) 및 경도값(270~321 HV)과 비교 시 그 

값이 모두 설계조건을 훨씬 상회하였다. 여기서, n

는 가공경화지수, YS 는 항복강도, UTS 는 파단강

도, E 는 탄성계수, HV 는 비커스(Vickers) 경도, HR-

A 는 로크웰(Rockwell) 경도를 나타낸다. 재료 분

석에 대해 이를 종합하면 라이너는 화학적 조성비

는 만족되지만 기계적 성질 중 특히 경도값이 설

계범위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상태로 일반적으로 

경도값의 편차가 제작 과정 중 담금질(Quenching), 

뜨임(Tempering)등의 부적절한 열처리에 의하여 용

이하게 발생되는 경향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 본 

사고 용기의 경우도 부적절한 열처리로 인해 경도

값이 설계조건을 훨씬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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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arison of ingredient proportion 

 
 

Table 4 Engineering value of specimen 

 
 

Table 5 Young’s modulus and hardness of specimen 

 
 

 
 

Fig. 13 Collection division for material property 

 

 
 

Fig. 14 Measurement of specimen 

 

된다. 경도값이 커지면 취성이 높아지므로 소성변

형을 거의 하지 않은 채 유리처럼 단번에 깨지는 

형태의 파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CNG 차량 폭발사고에 따른 용

기 폭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법공학적 관점에서 

구조해석을 통한 용기의 설계 검증과 프랙토그래

피(Fractography)를 이용한 용기의 파손형태 검사 

및 계장화 압입시험법 사용한 재료 물성평가등을 

수행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ANSYS 비선형 해석을 통한 설계검증 결과 본 사

고 용기는 규정된 모든 압력, 특히 파열압력에서 

발생 최대등가응력(Maximum equival -ent stress)이 

87.21 kgf/mm2 로 설계된 용기는 안정된 것으로 평

가 되어진다. 둘째, SEM 을 이용한 파단면 관찰 

결과 국부적으로 부식층이 식별되고 벽개파괴와 

내압에 의한 섬유상의 파괴형태가 관찰된다. 셋째, 

재료 분석에 대해 라이너는 화학적 조성비가 만족

되지만 기계적 성질 중 특히 경도값이 설계치를 

만족하지 못하는데 이는 부적절한 열처리등으로 

인해 취성이 높아져 소성변형을 거의 하지 않은 

채 유리처럼 단번에 깨지는 취성 파괴를 유발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 및 검토 결과 본 사고 용기

는 부적절한 열처리로 인해 재질상태 및 외부 부

식환경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폭발된 것으로 

판단된다. 법공학적 연구를 통해서 본 사고의 법

적 책임소재는 용기 결함을 잠재시킨 용기 제조사

와 사용시 부식환경등을 조성시킨 점검자, 운영자

에 대해 일정부분을 과실상계하여 최종 판단 되어

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유사사고의 재발을 예방

하기 위해 용기 결함을 최초 발견할 수 있는 기술

적, 시스템적 체계 수립 및 개발이 우선시 되어지

고 CNG 차량 내의 안전 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단말기를 설치하여 배관계의 가스누출상태, 

각 부분의 건전성, 온도, 압력 및 차량상태등을 실

시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의 도입도 고려해야 한

다. 또한 정기적 용기 검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

록 검사주기 및 항목에 있어서 좀 더 세분화된 검

사 의무 규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충

전 및 정비 시 작업자등에게 CNG 차량의 화재 및 

폭발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정

기적, 상시적 교육이수를 의무화하여 이용자 과실 

및 부주의에 의한 사고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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