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Liguefied Natural Gas) 저장 구조물의 이해
수송,저장의 편의와 효율을 높이기 위해 가스전에서 채취된 천연가스로 메탄을 주
요 성분으로하며 안정성이 뛰어난 무공해 청정연료이다. 이 천연가스를 -162℃로 냉
각시켜 액화에 의해 그 부피를 1/600 로 압축한 무색무취의 투명한 액체가 LNG 이
다. 이와 같은 LNG 를 저장하는 구조물은 다른 토목구조물과는 달리 손상이나 파
괴시 경제적, 사회적 충격이 매우 크므로, -162℃의 초저온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보
냉구조와 가연성 가스에 대한 충분한 기밀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설계.시공되
어야 한다. LNG 저장구조물의 형식으로는 지하저장구조물, 지상저장구조물, 매입저
장구조물이 있다. 이들 중 매입저장구조물은 저장용량이 크면서도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가 용이하고 주위환경과의 조화를 잘 이룰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이 구
조형태는 방액제가 불필요하며 부지활용면에서 유리하고 지진의 영향이 적은 장점
이 있다.

*탱크의 형식을 크게 9% Ni 및 membrane 탱크 type 으로 나눌수 있으며,
- 9% Ni 탱크는 : 1960 년대 미국의 CB & I 라고 하는 탱크설계에 매우 많은 경험을
소유한 회사가 처음으로 9% Ni 소재를 개발하였으며 이후 꾸준히
재질을 발전시켜 현재에는 140,000 m3 용량의 탱크설계 및 시공이
가능해 졌읍니다. 본 재질의 ASTM 규격은 A553 Type 1 으로 재질

의 특성은 ASTM 를 참조하시면 알수 있으리라 생각 됩니다.
9% Ni 탱크는 유체의 액압및 Vapor pressure 에 대하여 자체로
견딜수 있도록 설계 (self-supporting type)되어지며 탱크외부에는
펄라이트라고 하는 보냉재에 의하여 LNG 가 기화되는 것을 막아
주게 되고 그 외부를 prestressed concrete 로 시공하여 외부의
충격에 대하여 보호 될 수 있도록 시공 됩니다.
-Membrane 탱크는 : 1.2 mm 에서 2 mm 두께의 stainless 철판을 이용하여 탱크
내부를 만들게 되며, 철판 자체가 액압및 기압에 견디는 설계
개념이 아니고 바깥에 위치한 단열재인 foamgla block 에 철판
이 부착하게 되므로서 tightness (기밀)만 유지시켜 주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stainless 철판은 설계사가 보유한
특허사항으로 열팽창과 열 수축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실험을 거쳐 만들어 지제 됩니다. 탱크의
외벽은 딘열재인 foamglas 가 위치하게 되며 그 밖을
prestressed concrete 로 시공하여 외부 충격으로 부터 보호
되도록 설계 됩니다.
2. 인천 LNG 기지
저장탱크 구조 및 형식 : 초저온 LNG 를 안전하게 기밀을 유지하기 위한 9% 니켈
강판의 원통형 내조설계와 지진하중 등의 모든 외력에 저항하기 위하여 철근콘크리
트로 설계한 외조의 2 중 탱크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조와 외조 사이의 폭 1m 에는
보냉재를 사용하여 초저온 상태를 유지하게 한다. 지상탱크 구조설계는 기초부, 본
체 그리고 기초부와 본체의 접합부인 Isolation Pad 로 구분한다.
지상식 탱크 구조 단면도와
면진용 Isolation Pad 설치
전경이다.

지하탱크 시공 순서도
지하식 탱크의 특기사항은 초저온 LNG 와 연중 접촉하는 지하탱크 벽체 및 바람을
통하여 인접지반까지 형성된 동결선의 우려에 대비하여 동결방지 Heating System 을
설치하는 것이다. 이 Heating System 은 Slurry Wall 로부터 2m 떨어진 곳에 61 개소

의 Side Heating Pipe 를 설치하여 지반온도를 조절하는 기능을 한다.

LNG 저장 TANK 제작용강 (9% Ni 강)
1.강재 개요
청정원료인 LNG(액화천연가스)의 사용이 증가됨에 따라 이의 대형저장시설이
필요하게 되었고 저장 용기 건설 소재로 STS 강이 주로 사용되였으나, 건설비용
절감을 위해 9%Ni 강이 개발됨.
* 국내에는 인천(9 기),통영(3 기),광양(2 기)에 LNG 저장기지 건설중임('97~2005)
1 기당 9%Ni 강 소요량은 약 1500 톤임
※ LNG 저장 Tank 단면도

2.규격 및 용도
규 격 성

분 용

도

ASTM A533-1 0.06%C-0.7%Mn-9%Ni

40ppm 이하 P 대형 LNG 저장 Tank

내벽 소재
3.품질특성 및 제조기술 요구 특성
고강도 ▶최적 합금설계(C,Mn, Ni), ▶Tempered Martensite 조직(최적열처리)
고인성(-196℃ 충격인성보증)
▶극저[P],[S]관리, ▶잔류 Austenite 확보, ▶강의 청정화 (개재물 저감)
용접성 ▶강판의 탈자 처리(잔류 자기: 50Gauss 이하)
표면품질 ▶표면 Scale 생성방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