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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사는 그동안 LPG충전시설에 대한 기술검토, 검사, 외국자료조사 및 질의회신 등을 통해
축적된 지식을 바탕으로 최근 LP가스충전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은「LP가스충전시설
기준 해설서」를 발간하였다. 동 해설서는 현재 LP가스충전시설 시공이나 LP가스충전사업 종
사자 뿐 아니라 LP가스충전사업에 관심있는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도록 지난 1년간
심혈을 기울여 제작되었다. 본 고에서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동 해설서에서 담고 있는 주요
내용을 일부 발췌 소개하고자 한다.

Ⅰ. 개요
동 해설서는 약 300페이지 분량으로 4개의 Chapter로 구성되어 있으며 Chapter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Chapter 1에서는 LP가스의 성질,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령개요 및 가스시설시공자의
자격등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Chapter 2에서는 LP가스충전시설 허가시 알아두어야 할 타법관련사항,
충전시설의 주요설비에 대한 개요 및 유지관리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Chapter 3에서는
LP가스충전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대한 해설, 관련사진, 질의회신 및 사고사례 등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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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에서는 연도별 LP가스소비량, LP가스차량 증가

서, 집단공급사업자의 경우 공급시설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

현황, LP가스충전소 증가현황 등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고

용·관리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

있다.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업자가 사업소의 이전, 상호 또는 대표자(법인의

Ⅱ. LP가스의 기본지식
1. LP가스의 성질 및 품질기준
LP가스란 프로판, 부탄을 주성분으로 한 가스를 액화한 것
화가스로 만드는 이유는 가스의 부피가 250분의 1정도로 줄
어들어 저장 및 운반이 편리하기 때문이다. 액체상태에 있는
LPG의 온도를 상승시키면 부피가 늘어난다.
LPG의 부피팽창율은 물의 15∼20배, 금속의 100배나 된다.
용기의 85%가 되도록 LPG를 충전하고 온도를 상승시킬 경
우 가스의 온도가 60℃에 달하게 되면 액체상태의 가스가 용
면 마침내 용기는 파열되고 만다. 법령에서 용기의 온도를
40℃이하로 유지하라고 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LP가스의 품질은 산업자원부고시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
칙상에 각각품질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동 기준에서는 자동
고 있고, 이외에도 황분, 증기압, 밀도, 동판부식 등에 대한
기준치를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량증가 또는 가스설비의 수량증가, 가스용품의 종류의 변경
(가스용품제조사업자에 한함)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
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업자 등은 그 시설 및 용기·가스용품 등의 안전유지에 관
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고 사업개시를 할 때에 이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하
며, 이 경우 공사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허가관청은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전관리규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안전전관리규정을 제
출한 자 및 그 종사자는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고, 그 실시
기록을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공사는 사업자등
및 그 종사자가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평가한다.
사업자등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집단공급·저장·판매의
시설 또는 가스용품제조시설을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
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가 액화
석유가스를 용기에 충전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용기의 안전을 점검한 후 점검기준

우리나라 LP가스 유통체계는 수입사, 정유사 및 석유화학사

에 적합한 용기에 충전하여야 한다.

에서 수입 및 생산된 LP가스를 충전소를 거쳐 판매소를 통

사업자등과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특

하여 일반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와 충전소에서 자동차에

정사용자는 그 시설·용기·가스용품등의 안전확보와 위해

공급하는 경우 그리고 충전소에서 집단공급사업소나 저장허

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령이

가업소에 공급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전
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3.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령 개요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가스용품제조사업, 액화석유가스집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허가관청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단공급사업, 액화석유가스저장소,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게 신고하고 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안

액화석유가스영업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

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내에 선임할 수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없을 때에는 허가관청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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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e

2. LP가스의 유통체계

Education

차용 LP가스에 대해 프로판과 부탄의 조성을 정하여 운영하

치, 저장설비(판매시설 및 영업소의 저장설비를 제외)의 용

News

기에 꽉 차게 되고, 60℃를 초과해서 계속 온도를 올리게 되

저장설비(판매시설 및 영업소의 저장설비를 제외)의 교체설

Technology

(기화된 것을 포함한다)이다. 프로판과 부탄을 압축하여 액

경우에 한함)의 변경, 저장설비 또는 가스설비의 위치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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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

충전·집단공급·판매·저장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

입하여야 한다.

사중 시설을 지하에 매설하는 공사 등 산업자원부령이 정하
는 공사를 할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공사의 공정별로 안전성확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자등이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집단공급·저장·판매의
시설 또는 가스용품제조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그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완성검사를 받아야

4. 가스시설 시공자의 자격
가스시설의 시공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
에 의하여 가스시설시공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액화석유가
스 충전시설의 설치·변경공사는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등
록을 한 업소가 실시하여야 한다.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등록
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한다.
사업자등(가스용품제조사업자를 제외한다)은 당해 시설의
설치에 대한 최초완성검사필증을 교부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15일 이내(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시

기술능력, 자본금 및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Ⅲ. LP가스충전시설의 기본지식

설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와 공사가 그 시설
의 정기검사일을 협의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협의하여 정

1. LP가스충전시설의 종류

한 날)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휴지중인 시설은 사

LP가스충전시설은 용기에 LP가스를 충전하는 용기충전시

업을 개시하기 전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설, 자동차용기에 LP가스를 충전하는 자동차용기충전시설,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를 용기에 충전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LP가스를 충전하는 자동차에 고정

는 때에는 당해 용기에 충전량 및 당해 사업자의 상호를 표

된 탱크충전시설로 나누어 진다.

시하여야 한다.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는 충전량의 표시를
위하여 계량을 하는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허용오

2. LP가스충전시설의 허가절차 및 관련법령 등

차(100분의 1)를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LP가스충전시설의 허가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

액화석유가스충전·집단공급·판매사업자와 석유사업법에

법, 건축법,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등의 법

의한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및 부산물인 석유제품

령들의 적용을 받게된다.

판매업자는 산자부장관이 정한 품질기준에 미달되도록 액화

여기서는 충전소 허가시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액법상의 허

석유가스의 품질을 저하시켜서는 아니되며, 품질기준에 미
달되는 액화석유가스임을 알고 이를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액화석유가스
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스사업자가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운송 또
는 보관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사업자등과 시공자 및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의 안전관리
에 관계되는 업무를 행하는 자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사업자등과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는 사고로 인한 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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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평가법상의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사항을 기술하였다.

인 점검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허가관청에서 정한 다른 사항들이 있을 수 있으므

용기라 함은 고압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것(부속품을 포함)으

로 충전소 허가시에는 반드시 허가관청에 액법 및 타법관련

로서 이동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LP가스용기는 자동차용

사항 등을 문의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으로 사용하는 것과 음식점·가정 등에서 사용하는 용기로

충전시설 부지확보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학교보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음식점이나 가정에서 널리 사용되는

건법 등의 법령과 허가관청에서 충전시설 허가를 금지한 지

LP가스용기는 13kg(내용적 28ℓ), 20kg(내용적 47ℓ),

역인지 여부와 충전시설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지를 확인하

50kg(118ℓ)용기이다.

여야 한다.

LPG용기 제조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대

충전시설 설치시 사무실, 충전장, 캐노피 등의 건축물이 설

로 용기에 각인 및 도색을 하여야 한다. 액화석유가스충전사

치되게 되므로 충전소 허가와는 별도로 충전소내 설치되는

업자는 LPG용기 충전전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한 사항을 점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령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

검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충전하여야 하며 또한 충전량 및

가받은 건축물을 완공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승인

상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을 받아야 한다.

충전량을 표시하여야 하는 용기는 내용적 25ℓ이상 40ℓ미만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령상의 규정에 의하여

의 용기로 하고, 충전량 및 상호를 표시하여야 하는 용기는 내

충전소 부지면적이 1,500㎡이상인 경우 교통영향평가를 받

용적 40ℓ이상 125ℓ미만의 용기로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

아야 한다.

스를 연료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부착된 용기를 제외한다.

3. LP가스충전시설의 개요 및 유지관리
LPG저장탱크는 구형과 원통형이 있다. 일반적으로 구형은
대용량 저장시 사용하고 원통형은 비교적 소용량 저장시 사
본체의 경우 구형동판, 맨홀, 노즐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부분은 액화가스에 의한 내압을 받는 부분에 해당된다.
또한 본체는 지주, 프레스 등에 의해 기초면에 지지 되어 있
는바 이 부분을 지지구조부라고 부르며, 부속품은 크게 운전
작업상 필요한 계단, 작업대와 안전관리상 필요한 안전밸브,
있다.
비교적 소용량의 가스를 저장하는 원통형 저장탱크는 본체
의 경우 동판, 경판, 맨홀, 노즐 등으로 이루어져 내압부분을
구성한다. 지지구조부는 새들 및 스커어트 등으로 저장탱크
본체를 지지하며 기초부에 설치·고정되어 있다.
부품으로는 안전밸브, 계측장치, 통기밸브, 살수장치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저장탱크는 안전거리, 경계책, 살수장치, 지
하매몰저장탱크실 방수조치, 전기방식, 액면계, 정전기제거

에는 4 Way밸브의 간단한 조작으로 탱크로리에 잔류하고
있는 기체상태의 LPG를 저장탱크로 회수하는 작업도 할 수
있다. 가스압축기는 본체와 4 Way밸브, 스트레이너, 액트
랩, 구동모터, 풀리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압축기는 운전하
기전에 액트랩에 설치된 드레인밸브를 열어 액트랩에 고여
있는 액체 LPG를 외부로 방출시키는 등의 운전시 주의사항
을 지켜야 하며, 스트레이너를 정기적으로 청소하는 등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액중펌프는 저장탱크 내부에 보관중인 LPG를 디스펜서 또
는 용기충전기로 가압해주는 기능을 수행하며, 탱크내부에
수직으로 설치되어 탱크상부의 플랜지에 조립된다.
액중펌프는 저장탱크에 고정되어 외부배관과 전기배선이 연
결된 Top Flange, 펌프 Body와 Top Flange를 연결하는 중
간 Pipe, 그리고 펌프 Body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액중펌프
운전시는 저장탱크의 액면 Level이 너무 낮지 않은지 등 운
전시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운전하여야 하며, 베어링모니터
또는 T.R.G메타 점검을 일일점검 항목에 포함시켜 매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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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수설비, 접지설비, 지주내화피복, 압력계 등으로 구성되어

의 탱크로 이송하는 작업에 사용되며, 액체이송이 완료된 후

Education

용한다. 비교적 대용량의 가스를 저장하는 구형저장탱크는

가스압축기는 탱크로리에 있는 LPG를 충전소 또는 저장소

News

조치의 적정여부 및 저장탱크재검사여부 등에 대한 정기적

Technology

가절차, 건축법상의 건축허가,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기획특집
시상태를 확인하는 등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살수장치를 설치하여

LP가스충전기는 자동차용기에 충전하는 충전기와 일반 연

야 한다.

료용으로 사용하는 20kg나 50kg용기에 충전하는 충전기(주

물 배관은 SUS 배관으로 하고 저수조 방향으로 하향구배를

로 회전형 전자식 충전기)로 구분한다. 자동차용기 충전기는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동절기에도 상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유량계, 자동온도보정장치, 전자식 기화감지 시스템, 과류방

저수조를 지하에 설치하고 액중펌프를 설치하거나, 저수조

지밸브, 안전차단밸브, 감압밸브로 구성된다. 자동차용기 충

및 펌프를 지상에 설치시에는 동결방지 조치가 된 저수조를

전기는 설치고정상태, 누출여부, 외관, 세이프티커플링 정상

설치하고 펌프 및 배관이 동결되지 않도록 보온조치 및 배관

작동여부등을 점검한다.

내 물을 제거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로딩암은 가스 운반용 탱크로리에서 충전소의 저장탱크로
LP가스를 하역하는 장치로서, 기존의 로리호스의 파열에 의
한 가스 누출 및 폭발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제품이다. 로딩
암 설치시는 설치대를 제작하기 전에 설치현장의 조건과 충
전 작업범위를 고려하여, 로딩암을 설치할 높이를 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접지후 로딩암을 연결하는
등 사용시에도 정해진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안전밸브는 압력에 관한 안전장치로서 설비나 용기 등에서
내부압력이 이상 상승하는 경우 설비 등에 있어서는 그 압력
을 허용압력 이하로 떨어 뜨리고, 용기 등에서는 내부의 가
스를 밖으로 방출시킴으로서 설비나 용기 등의 파손을 방지

4. LP가스 이송 및 충전작업
LP가스이송방법에는 펌프에 의한 방법과 압축기에 의한 방
법이 있다. 펌프에 의한 이송방법은 탱크로리와 저장탱크 사
이의 액체배관에 펌프를 설치하여 액상 LPG를 이송하는 방
법으로, 이송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LPG충전소와 같이 이송
작업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현실적으로 적용이
곤란하며, 집단공급시설이나 저장소 등에서 주로 활용하고
있다.
LPG충전소에서는 압축기의 고장에 대비하여 예비설비로 보
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압축기에 의한 이송방법은 탱크로리
와 저장탱크 사이의 기체배관에 가스압축기를 설치, 저장탱

하는 안전장치를 말한다.
종류로는 스프링식 안전밸브, 파열판식 안전밸브, 용전, 릴
리프밸브 및 자동압력제어장치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안전
밸브의 고장원인으로는 밸브 시이트부의 누설, 배관응력에
의한 작동불량, 압력의 불균형에 의한 Chattering현상, 배
압(back pressure)의 영향 및 부식등에 의하여 주로 고장이

크의 기상 LPG를 압축기로 흡입, 가압하여 가압된 기상
LPG를 탱크로리로 보냄으로써, 탱크로리 내의 액상 LPG가
저장탱크로 이송되도록 하는 방법으로서, LPG 이송방법 중
가장 속도가 빠르고 탱크로리로 보내진 기상 LPG의 회수도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LPG충전소에서 가장 널리 이용하고
있는 방법이다.

발생된다.
가스시설 특히 액체배관에 가스누출 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
저장탱크내의 가스가 시설쪽으로 흐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하여 탱크 인근에 설치하는 밸브로 수동으로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나 압력을 이용하여 원격조작으로 개폐하는 것

이송작업은 사전안전조치, 이송작업준비, 이송작업, 이송작
업후 안전조치등의 단계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이송작업
중 비상사태 발생시 조치방법은 액상 LPG 누출시 가스누출
량의 정도 및 작업자의 위치에 따라 탱크로리 밸브박스 쪽
또는 탱크로리 후범퍼 쪽의 긴급차단장치 조작레버 중 안전

이다.
긴급차단장치 또는 역류방지밸브는 그 차단에 따라 당해 긴
급차단장치 또는 역류방지밸브 및 접속하는 배관 등에서 워
터햄머(Water hammer)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강
구하는 등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지상형 저장탱크와 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에는 화재시 피

Special Edition

하고 신속한 작동이 가능한 쪽의 조작레버를 작동시켜 액체
가스의 누출을 차단한다.
용기 및 자동차용기 충전시에는 충전전 점검, 과충전 방지
및 충전 후 안전조치 준수등 정해진 안전수칙에 따라 충전하
여야 한다.

Ⅳ. LP가스충전시설의 시설기
준 및 기술기준 해설
1. 용기충전시설의 시설기준
용기충전시설의 시설기준은 안전거리, 화기와의 거리, 경계
표지, 저장탱크 설치방법 등 44개 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안전거리란 사고 발생시 원활한 방재활동과 피해확산을 방
지하기 위하여 저장설비나 충전설비 등으로 부터 최소한 유
따라서 안전거리를 벗어난 지역이 사고시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미국, 일본 등에서 안전거리는 오랜
경험과 실험을 토대로 규정된 NFPA 58의 규정에 근거를 두
고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각국의 환경에 적합하게 규정하고
있다. 충전시설의 경우 사업소경계까지 일정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한 이유는 1998년 발생한 부천 및 익산 LPG충
등을 감안하고, 충전사업을 위해 필요한 공간 확보를 위해
저장설비는 저장능력별로 일정거리 이상, 충전설비 및 탱크
로리 이입·충전장소는 24m이상 사업소경계까지 안전거리
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리를 두도록한 이유는 저장설비 및 가스설비에서 누출된 가
스가 점화원에 의하여 착화ㆍ폭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유는 경계표지의 경우 외부인에게 사업소 및 저장설비 등
이 있음을 알려주어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함이고 경계책은
저장설비 및 가스설비를 설치한 장소에 외부인의 출입을 통
제하기 위함이다.
사업소의 경계표지는 당해 사업소의 출입구 등 외부에서 보
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하고 크기는 외부인이 명확하게 식
별할 수 있는 크기로 하여야 하며, 저장설비 및 가스설비를
설치한 장소 주위에 설치하는 경계책은 높이 1.5m 이상의
철책 또는 철망 등으로 설치한다.
지상에 설치하는 저장탱크 및 그 지주를 내열성의 구조로 하
고, 냉각살수장치 그 밖에 유효한 냉각장치를 설치하도록 한
이유는 화염에 견딜 수 있도록 하여 화재에 의한 탱크의 파
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저장탱크 주위에 화재가 발생
하면 화염에 의하여 탱크 내 기상부의 강판이 국부적으로 가
열되며, 이때 탱크 내에 액체상태인 LPG가 처음에는 내부의
상승열을 냉각시킬 수 있으나 점차 외부온도에 의하여 가열
되면서 탱크 내의 압력을 증가시키게 된다.
화염에 의하여 탱크가 지속적으로 가열되면 내부에 있던 액
상의 LPG도 냉각효과가 없어지고 강판의 강도는 현저하게
저하되어 탱크의 강도가 약해진 부분이 결국 파열하게 되다.
이때 탱크 내에 남아있던 LPG가 파열된 부분을 통하여 급속
하게 누출ㆍ증발되고, 대량으로 증발된 LPG가 점화원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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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설비등으로부터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와 일정한 우회거

사업소 및 저장설비에 경계표지 및 경계책을 설치하도록 한

News

전소 폭발사고 이후 국민불안감 증가, 국내의 인구 밀집도

위까지의 거리는 프로판의 경우 최소 7.2m 이다.

Technology

지하여야 할 일정한 이격거리를 의미한다.

서다. 참고로 LPG가 누출되어 연소하한농도를 형성하는 범

하여 화구형태(Fire Ball)로 폭발하게 된다.
하도록 한 이유는 저장탱크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다.
저장탱크간의 간격이 지나치게 가까우면 한쪽 저장탱크가
화재 등에 의하여 가열될 경우 화염에 의한 열기가 인근 저
장탱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저장탱크간에 일정한 거
리를 유지하도록 한 것이다.
저장탱크를 천정·벽 및 바닥의 두께가 각각 30㎝이상의 방
수조치를 한 철근콘크리트로 만든 곳에 설치하도록 한 이유
는 지하에 매몰되는 저장탱크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저장
탱크를 천정·벽 및 바닥의 두께가 30㎝ 이상의 철근콘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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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탱크와 다른 저장탱크와의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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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 만든 곳에 설치하면 차량통행 또는 기타 외부의 충격

저장탱크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 저장능력이 1천톤 이상의

등으로 부터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철근콘크리트는 방수

저장탱크 주위에는 액상의 액화석유가스가 누출된 경우에

조치를 하여야만 토양 내 수분 또는 빗물 등이 탱크실 내로

그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류둑을 설치하도록 한 이유는

유입되어 탱크가 부식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액상의 LPG가 인근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저장탱크의 주위에 마른 모래를 채우도록 한 이유는 저장탱

저장능력이 1천톤 이상인 LPG저장탱크가 파손되어 가스가

크가 부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철의 부식은 토양

누출되면 인근으로 흘러 들어가 증발ㆍ확산되는 양은 엄청

비저항값의 영향을 받으며, 비저항값이 높을수록 부식전류

나게 된다.

가 흐르기 어렵다.

이때 누출된 가스에 의하여 화재나 폭발이 발생한다면 그 피

모래는 일반 점토질에 비하여 비저항값이 높고 탱크주위를

해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저장능력이 1천톤 이상의 저장탱크

균질하게 하기 때문에 부식이 잘 되지 않는다. 또한 저장탱

주위에는 방류둑을 설치하여 누출된 액체상태의 LPG가 한

크 주위를 모래로 채우면 탱크의 재검사나 보수가 필요한 경

정된 범위 밖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보다 큰 재해발

우 매몰부분을 퍼내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저장탱크 주위에

생을 방지하고자 한 것이다.

는 마른 모래를 채우도록 한 것이다. 반대로 젖은 모래는 모

지하에 설치하는 저장탱크에는 과충전을 경보하거나 방지할

래에 포함된 수분의 영향으로 탱크가 부식될 수 있다.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한 이유 저장탱크내 액팽창으로

저장탱크 및 그 부속설비를 설치한 곳에 자동차의 진입으로

인한 저장탱크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저장탱크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호조치를 하도록 한 이유

온도상승에 의한 액팽창의 우려로 90%이상 과충전하지 않

자동차와의 충돌로 인하여 저장탱크 및 부속설비가 손상되

도록 하고 있으나 지하에 설치한 저장탱크의 경우 이의 확인

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저장탱크가 설치된 시설은 가스

이 어려워 과충전 경보장치나 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한 것

를 이·충전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진·출입이 불가피하다.

이다.

자동차의 진·출입시 저장탱크 및 그 부속설비와 충돌하여

저장설비 및 가스설비의 기초는 지반침하로 그 설비에 유해

파손될 경우 대량의 가스누출 가능성이 높고 대규모 사고의

한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 이유는 저장설비

위험성이 높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조치를 하도록 한

및 가스설비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저장설

것이다.

비 및 가스설비는 자체의 중량 및 가스 이·충전시 발생하는

저장탱크에는 액면계를 설치하도록 한 이유는 저장탱크 내

설비의 진동 등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지반에 영향을 주게 된

의 충전량을 확인하여 사용자의 가스사용상 편의와 과충전

다. 약한 지반은 이러한 영향에 의하여 침하될 수 있다. 지반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액면계는 액면의 높이를 측정하기 위한 기기로 저장탱크의
외부에 장착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액면높이를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액면계를 설치하면 가스 충전 중 충전량을 확인
하여 과충전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가스 사용 중 수시
로 잔량을 파악하여 이·충전시기를 결정할 수 있다.
액화석유가스는 비압축성으로 물보다 열팽창이 크기 때문에
온도가 상승되어 부피가 팽창되면 내부에 여유공간이 없을
경우 탱크가 파손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저장탱크를 주기적
으로 점검하여 저장탱크 내용적의 90%이하만 저장될 수 있
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Special Edition

이 침하되면 설비 또는 배관의 연결부가 파손되거나 설비 자

충전호스의 열화현상이 촉진되고, LP가스의 온도상승에 의

체가 전도될 수 있어 가스누출 등 위해 발생의 우려가 높다.

해 과도한 압력이 작용할 수 있으며, 충전기내 전자기기 등

따라서 저장설비 및 가스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반드시 설치

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충전기 상부에 닫집모

지역의 지반을 조사하여 침하 등의 우려가 없도록 조치를 하

양의 차양(캐노피)을 설치하여야 한다.

여야 한다.

그러나 차양의 면적이 과도하게 넓으면 충전기에서 다량의

2. 자동차용기충전시설의 시설기준
자동차용기충전시설의 시설기준 중 저장탱크 설치등 필요한
사항은 용기충전시설의 시설기준을 준용한다.
전설비(이하“충전기”
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주위에 공지
를 확보하도록 한 이유는 자동차에 가스를 충전하고, 자동차
가 원활히 출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자동차에 가스
를 충전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에 가스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
기가 필요하다. 또한 충전하려는 자동차가 원활히 출입하기
위해서는 충전기 주위에 공지가 확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자
하도록 한 것이다.
자동차 충전소에 시설의 안전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게시판을 설치하고“충전중 엔진정지”
라고 표시한 표지판과
“화기엄금”
이라고 표시한 게시판을 따로 설치하도록 한 이
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어 부주의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특히 엔진을 정지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충전이 이루어 지거
나 가스설비 등의 주위에서 라이터 등의 화기를 사용하면 가
스누출시 점화원이 되어 화재나 폭발사고가 발생될 수 있다.
기 위해서는“화기엄금”
등의 사항을 표시한 게시판을 설치
하여야 한다.
자동차 충전기 상부에 닫집모양의 차양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면적을 공지면적의 2분의 1이하로 하도록 한 이유는 충전
기를 직사광선이나 비, 눈 등으로부터 보호하면서도 가스누
출에 의한 폭발시 폭발압력이 상부로 확산되는 것을 방해하
지 않도록 하기위해서다.
충전기가 장시간 직사광선이나 비, 눈 등에 직접 노출되면

자동차 충전기의 충전호스의 길이는 5m이내(다만, 자동차
제조공정중에 설치된 것을 제외한다)로 하고, 그 끝에 축적
되는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정전기제거장치를
설치하도록 한 이유는 호스의 꼬임, 마모 등에 의해 충전시
장해가 발생하거나,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점화원이 될
수 있는 정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호스가 과도하게 길면 꼬이거나 꺽여 분당 충전량이 일정하
지 않을 수 있고, 지면에 끌려 훼손되어 가스가 누출 될 수
있다. 따라서 충전호스의 길이는 5m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
만 자동차 제조사의 경우 공정 여건상 불가피하게 충전호스
의 길이가 길어 질 수 있으므로 자동차 제조공정중에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충전기에서 충전작업시 액의 유동에 의해 정전기가 발
생 할 수 있고 가스가 누출된 경우 이때 발생된 정전기가 점
화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전기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전기제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자동차충전소의 사무실 그 밖의 화기를 취급하는 곳에는 출
입구의 문턱을 바닥보다 높게 하고, 출입구는 한 방향으로
열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높이 1m이하에 설치된 창등을 밀
폐시켜 누출된 가스가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한 이유는 사무
실 등에 있는 화기 등의 점화원에 의해 화재나 폭발사고가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누출된 가스가 사무실내에 유입될 경우 난방용 화기 등에 의
해 화재나 폭발사고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
해서는 가스설비 등에서 누출된 가스가 사무실내로 유입되
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기보다 무거운 LP가스의 특성을 감안하여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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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e

따라서 충전소 종사자나 외부인의 부주의한 행동을 예방하

하여야 하는 것이다.

Education

유는 충전소 종사자나 충전소에 출입하는 외부인에게 안전

다. 따라서 차양의 면적이 공지면적의 2분의 1이하가 되도록

News

동차 충전소에는 충전기를 설치하고, 그 주위에 공지를 확보

방해하여 측면에 있는 사람이나 건물의 피해가 심해질 수 있

Technology

자동차 충전소의 경우 자동차에 직접 충전할 수 있는 고정충

가스누출에 의한 폭발시 폭발압력이 상부로 확산되는 것을

기획특집
등의 출입구의 문턱을 바닥보다 높게하고, 출입구를 한 방향

장탱크내 액팽창으로 인한 저장탱크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

으로 열 수 있도록 하며, 높이 1m이하에 설치된 창등은 밀폐

해서이다.

시켜야 한다.

LP가스의 부피팽창률은 물의 15∼20배, 금속의 100배 정도

참고로 주유소의 출입구는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의하여 건

로 저장탱크에 안전공간이 없이 과충전하게 되면 온도상승

축물의 안에서 밖으로 수시로 개방할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시 액팽창에 의해 저장탱크가 파손될 수 있다.

것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저장탱크에 가스를 충전할 때에는 저장탱크 내용적

충전시 자동차의 오발진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거

의 90%를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저장탱크에는

나 충전호스의 커플링을 지면 또는 지지대에 고정시키는 조

액면계를 설치하고 있고 저장탱크를 지하에 설치할 경우에

치를 하도록 한 이유는 자동차 오발진에 의해 충전기가 파손

는 과충전을 경보하거나 방지하는 장치를 설치하고 있다.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자동차의 오발진에 의해 충전

가스설비에 설치한 밸브 등에는 종업원이 그 밸브 등을 적절

기가 넘어지거나 파손될 경우 다량의 가스가 누출되어 화재

히 조작할 수 있도록 개폐방향을 표시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나 폭발사고로 발전할 수 있다.

야 하는 이유는 밸브 등의 오조작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고,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오발진방지장치를 설치하거나

밸브 등을 확실히 조작하기 위해서다.

충전호스의 커플링을 지면 또는 지지대에 고정하여야 한다.

밸브 등의 올바른 개폐를 위해서는 그 밸브에 개폐방향이 표

참고로 위 규정은‘04. 4. 20.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법시

시되어 있어야 하며, 압축기 등의 운전시 가스의 흐름이 잘

행규칙 개정시 신설되었으며 기존의 충전시설 중 위 규정에

못되어 과도한 압력에 의해 가스설비 등이 파손되는 것을 방

적합하지 아니한 시설은 동법 시행규칙 부칙(
‘04. 4. 20)제3

지하기 위해서는 밸브 근처의 배관에 가스의 종류 및 흐름방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05. 3. 30까지 위 규정에 적합하

향을 표시하여야 한다.

게 하여야 한다.

가스를 충전할 때 충전설비에서 발생하는 정전기를 제거하

3.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충전시설의 시설기준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충전시설의 시설기준 중 저장탱크 설
치등 필요한 사항은 용기충전시설의 시설기준을 준용한다.
사업장밖으로 연장된 배관에 대하여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
칙 별표 6제8호 배관의 시설기준을 적용하도록 한 이유는 충
전소 밖에 설치되는 가스배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LPG인수기지의 경우 사업장 밖으로 배관이 설치되는 경우
가 있으며, 이 경우 가스배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매설깊이, 보호조치 및 표시사항 등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따라서 도시가스배관의 경우 사업장 밖의 배관설치가 일상
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배관설치 기준
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서 사업장 밖에 설치되는 배관의 안전
성을 확보토록 한 것이다.

4. 기술기준
저장탱크에 가스를 충전할 때 가스의 용량이 상용의 온도에
서 저장탱크 내용적의 90％를 넘지 아니하도록 한 이유는 저

Special Edition

는 조치를 하도록 한 이유는 점화원이 될 수 있는 정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압축기나 펌프 등의 충전설비의 경우 LP가스의 유동 등에
의해 정전기가 발생할 수 있고, 가스누출시 이때 발생하는

정전기가 점화원이 되어 폭발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2. 연도별 LP가스업소, 수요가 및 차량현황

따라서 충전설비에는 정전기를 제거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연도별 LP가스 충전소 현황은 다음과 같다.

액화석유가스는 공기중의 혼합비율의 용량이 1천분의 1의
상태에서 감지할 수 있도록 냄새가 나는 물질(공업용의 경우
를 제외한다)을 섞어 충전하도록 한 이유는 가스누출을 조기
에 인지하여 신속한 안전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다.
LP가스는 무색, 무취이므로 누출시 작업자나 사용자가 누출
여부를 인지하기 어려워 가스누출시 다량의 가스가 누출되

(단위 : 개소)

구분

'99

'00

'01

'02

'03

계

679

768

933

1,095

1,219

용기

41

38

38

37

39

자동차

433

499

617

753

863

용기+자동차

188

212

258

285

297

기타

17

19

20

20

20

※ 1) 기타는 탱크로리, 1회용 부탄캔 등의 충전소임
2) 용기+자동차는 용기충전과 자동차충전을 겸하는 업소임

어 폭발등의 대형사고로 발전할 수 있다.
취하기 위해서는 LP가스에 냄새가 나는 물질(부취제)를 섞

연도별 LP가스 차량등록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 : 대)

어 충전하여야 한다. 다만 화학제품의 원료 등 공업용으로

구분

'99

'00

'01

'02

'03

사용하는 경우 부취제 첨가로 인해 제조공정상 원하지 않는

LPG차량수

786,072

1,214,083

1,427,702

1,625,376

1,723,458

화학반응이 진행될 수 있다. 따라서 LP가스를 공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취제를 첨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
다. 가스를 용기 또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할 때에
도록 충전하여야 하는 이유는 액팽창에 의해 용기등의 파손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LP가스의 부피팽창률은 물의 15∼20배, 금속의 100배 정도

3. 시·도별 LP가스충전소 및 판매업소 현황
‘03년말 현재 시·도별 LP가스 충전소 현황은 서울(70개
소), 부산(44개소), 인천(48개소), 대구·경북(157개소), 대
전·충남(144개소), 광주·전남(126개소), 울산(31개소), 경
기(213개소),강원(87개소), 충북(70개소), 전북(89개소), 경
남(115개소), 제주(25개소)이다.

4. LP가스충전소 사고 현황

팽창에 의해 용기 등이 파손될 수 있다.

최근 5년간 원인별 LP가스충전소 사고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 : 건)

따라서 용기 등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는 때에는 G=V/C
구분

'99

'00

'01

'02

'03

1

3

2

-

1

1

3

1

-

1

Ⅴ. LP가스 통계자료

사용자부주의

-

-

1

-

-

1. 연도별 가스소비량

Ⅵ. 맺음말

LP가스의 연도별 소비량은 아래와 같다.
구분
소계

'97

'98

6,035 5,765

'99

'00

'01

(단위 : 천톤)

'02

6,552 7,260 7,304 7,903

'03

연평균
증가율(%)

7,712

4.2

(7,201) (6,879) (7,713) (8,643) (8,692) (9,398) (9,166)

L 가정,상업용 2,378

2,122

P 도시가스용 635

337

363

G 운수용 1,685

2,345 2,359 2,456
257

138

지면상의 한계로 세부적인 내용을 모두 게시하지 못하였으
나 LP가스 충전시설 설치시 액법이외에 필요한 다른법률에
대한 내용, 충전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한 내용,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해설에 대한 내용 및 LP가스관련 각종통계는 LP

2,157

2,343

△0.2

141

73

△30.3

가스 충전관련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뿐 아니라 LP가스 충

1,820

2,318

14.2

전사업을 하시려는 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

654

520

631

617

459

530

523

△3.7

한다.

공업원료용 683

963

895

953

787

1,125

1,043

7.3

산업용

3,074 3,558 3,590 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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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e

계
공급자부주의

Education

로 용기 등에 안전공간 없이 과충전하게되면 온도상승시 액

에 의하여 산정된 충전량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News

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충전량을 초과하지 아니하

Technology

따라서 가스누출시 누출여부를 조기에 인지하여 안전조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