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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우리나라의 유해화학물질 사고는 반복적으로 재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8년~ 2014년 기간 동안 유해화학

물질 사고사례의 분석을 통해 유해화학물질의 문제점 및 대처방안에 대하여 조사했다. 우리나라의 유해화학물질 사고의

현황 중 유출에서는 작업장 내에서 유출이 2008년 58.6% (10건)으로 가장 높았고, 폭발에 따른 유출은 2004년 50%

(5건), 2007년 25% (4건), 2011년 33.3% (4건)로 불규칙적으로 발생하였다. 유해화학물질의 대부분의 원인은 안전관리

미흡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유해화학물질은 다양한 양상을 띠며 잔류성이 매우 높고 비가시적인 특징 때문에

대응 및 복구에 어려움이 많고, 먼 거리까지 이동해 제2의 피해인 환경오염을 일으킨다. 이에 유관기관의 공조체제 및

통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고, 화학사고대응전문기관과 화학물질 대응 치료전문기관을 설립해 효율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하여야 한다.

ABSTRACT

Lately accidents of harmful chemical substance in korea were repeatedly replaying. We studied problems and prepara-

tion plan in 2008 years~2014 years through analysis cases of harmful chemical substance. Leakage of chemical sub-

stance's accident situation shows that leakage in the workplace is the most 10 cases, accounting for 58.6% is the largest

proportion in 2009. Leakage according to explosion accounting for 50% (5 cases) in 2004, 25% (4 cases) in 2007 and

33.3% (4 cases) in 2011 has very irregular change. Therefore, A major cause of accidents is lack of safety management.

Harmful chemical substance showed various aspects, high residual substance and non-visible characteristic so response

and recovery was easy. And the second damage to move a distance causes environment pollution. So a mutual-assistance

system and integrated system of related organization have to build and expert of chemical incident response and therapist

of chemical substance response have to establish to do efficient and rapid response.

Kewwords : Harmful chemical substance, Accidents, Lack of safety management

1. 서 론

화학물질은 일상생활 또는 산업사회에 밀접하게 이용되

고 있어 현재 전 세계적으로 10만여 종의 화학물질이 유

통되고, 4만여 종의 화학물질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있다.

국제연합 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의 보고서에 따르면
(1)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2020

년까지 화학물질 생산량이 약 35%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

고 있을 정도로 화학물질의 사용량은 지속적으로 매우 증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화학물질 사용량의 증가와 함께 화학 산업은 다

른 분야에 비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위험

물질에 대한 안전의식 및 대책방안은 성장속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크고 작은 사례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대표적인 사고로 손꼽을 수 있는 사고는 전 국민이

식수로 인해 불안에 떨었던 낙동강 페놀유출사고가 있다.

1991년 3월 16일과 4월 22일에 페놀을 두 번 낙동강으로

유출한 사고로 임산부 8명이 자연유산하는 소식이 전해지

면서
(2)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사용하던 국민들의 불안감은

매우 높았고, 기업의 안전의식 뿐만 아니라 환경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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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재조명 되었다. 이 사고 뿐만 아니라 2005년 여수

산업단지 염화수소 누출사고와 2008년 김천 페놀 유출사

고가 발생했고, 2012년 (주)휴브글로브 불산 누출사고로

인해 유해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대되

었다.

유해화학물질은 다양한 양상을 띠며 분해에 장기간 소

요되는 잔류성이 매우 높고, 오염 확인이 곤란한 비가시성

으로 대응 및 복구가 쉽지 않다. 또, 먼 거리까지 이동하는

확산성을 가지고 있어 제2의 피해인 환경오염과 주변지역

까지 피해를 일으킨다
(3)

. 국민의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인간뿐만 아니라 환경에 큰 피해를 끼치는 화학물질 사고

에 대한 안전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앞서 연구들은 국내 · 국제 화학물질 관리 및 대응체계

관련규정을 바탕으로 유해화학물질 관리 실태에 대한 조

사, 국외의 화학물질 관련 관리제도 및 선진국 비상대응체

계의 특징 등의 일부 연구
(4,5)
가 이루어져 왔다. 그리고 유

해화학물질이 누출되었을 경우 인간의 몸에 해로운 정도

및 대책방안
(6)

,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조치방안
(7)
에 대해

서도 일부 다루었다.

그러나 국외의 관리제도나 선진국의 비상대응체계에 대

한 연구들로 인해 정작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연구, 사

고사례를 분석한 연구가 부족해 우리나라의 유해화학물질

사고가 반복적으로 재현되고 있다. 그리고 비슷한 유해화

학물질의 사고가 짧은 기간 내에 끊임없이 연달아 일어나

고 있어 부분별로 대처방안을 세우고 실행하고 있다는 지

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안전의식

이 불완전하게 형성되어 있고, 유해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대처방안이 부족한 실정으로 유해화학물질 사고에 있어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기준으로

최근에 발생했던 사고 사례 분석을 통해 유해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알려 국민, 기업 및 사회의 안전의식을 향상시켜

문제점을 연구해 우리나라의 실태에 맞는 대처방안을 세

워 국민들의 안전 및 재산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한다.

2. 본 론

2.1 유해화학물질 통계치 분석

우리나라의 유해화학물질은 7개의 부처(환경부, 고용노

동부,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등)의 각각의 목적과 관리

대상에 따라 14개의 근거법령을 통해 관리되고 있다
(8)

. 본

논문에서는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화학물질(유독물), 근거

법령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화학물질 관련 사고현황 및 유통현황에 대한 통계자료를

나타냈고, 마지막으로 유해화학물질에 따른 사고에 중점을

두어 유출사고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Figure 1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2004년~2011년까지 화학

물질관련 사고현황을 작업장 내 유출, 운송수단에서의 사

고, 폭발 등에 따른 유출로 구분해 나타내었다. 이 중에서

작업장 내에서 유출과 운송수단에 따른 사고가 가장 높은

발생 건수를 보였다. 즉, 작업장 내에서 유출은 2008년

58.6% (10건)로 가장 높았다. 그 이유는 대부분이 안전관리

미흡 때문이었다. 운송 수단에 대해서는 2006년 53.3% (8

건), 상승 후 감소하다가 다시 2010년 60% (9건)로 높게

발생하였다. 과적운행, 전문 수송차량이 아니거나 안전장비

를 갖추지 않은 일반차량으로 주행 그리고 교육받지 않은

운전자의 운행 등으로 판단된다. 또 폭발에 따른 유출은

2004년 50% (5건), 2007년 25% (4건), 2011년 33.3% (4건)

로 불규칙적으로 발생하였다. 이것은 안전 불감증에서 비

롯된 안전관리 미흡 때문이었다. 유해화학물질의 대부분의

Figure 1. 2004~2011 years statistical analysis of an dangerous material: Chemical substance’s accident situation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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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은 안전관리 미흡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Figure 1에서 보듯이 유해화학물질의 공정 중과 수송에

서 많은 사고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부문들은

유해화학물질이 대량으로 저장되어 있는 공장이나 산업현

장에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을 많이 다루는 장

소인 공장이나 산업현장 및 실험실에서 일어난 사고사례

를 분석해 대처방안을 세워 향후 일어날 사고에 대비해 사

고발생률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유해화학물질 사고에서

상당히 높은 부분을 차지했던 유출 · 폭발에 대한 많은 연

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본 논문에서는 유출에 관한 유해

화학 사고를 다루고자 한다.

Figure 2에 화학물질 유통현황에 대해 나타내었다. 우리

나라의 화학물질 유통량 조사는 1998년도부터 매 4년마다

실시하고 있고, ‘유통량=제조량+수입량-수출량’으로 나타

내고 있다.

유통량은 그래프에서 살펴보듯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유통량 증가에 따라 제조량, 수입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

다. 또한,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수출량, 수입량이 증가되고,

다양화가 진행되면서 사용량이 증가된다.

이에 유해화학물질의 유통현황은 꾸준히 증가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4개의 사고사례 분석을

통하여 유해화학물질의 유통량 및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

라 취급자나 경영자의 안전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검토 하고자 한다.

2.2 사고사례 분석

사례1. 페놀 유출사고

2008년 3월 1일 오전 3시 10분 경 경상북도 김천시 대

광동 (주)코오롱의 유화 김천공장 생산 1공장(합성수지동)

(Figure 3)에서 페놀수지 제조 공정의 기계과열로 캡처탱

크가 폭발하여 화재사고가 발생했고, 화재 진화과정에서

살수된 소화용수가 공장내부에 있던 수질 오염물질과 섞

여 인근 대광천을 경유하여 페놀류 5톤(11 kg 이내)이 유

출되어 이 중 1,000 L와 경유 200 L가 인근 하천에 유입되

었다. 사망자 2명, 부상자 14명의 인명피해와 소방서 추산

으로 22억 원 상당인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10)

.

1) 문제점

이 사고에서는 밀폐된 공간에서 가연성 가스 · 증기 또

는 분진이 폭발범위 내에 있고, 점화원이 있어야 할 폭발

의 성립 조건이 모두 갖춰져 있었다.

가연성 기체와 공기의 혼합가스가 밀폐용기 안에 있을 때

점화되면 연소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데 예혼합연소의 경

우에 밀폐된 용기로의 역화가 일어나면 폭발할 위험성이 크

다. 가연성 증기는 연소와 역화를 일으키는 데 도움을 준다.

이것은 많은 양의 가연성 기체와 산소가 혼합되어 일시에

폭발적인 연소현상을 일으키는 비정상연소이기도 하다
(11)

.

직접적인 스파크나 불꽃이 없을 때, 뜨거운 표면은 불이

잘 붙을 수 있는 조건이 되기에 충분한데, 점화원인 열과

기계적 에너지로 고인화성이 된 페놀에 공기가 혼합되어

79
o
C 이상에서 폭발성 혼합물을 생성해 폭발연소가 발생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화재진압을 담당하는 김천소방서와 유해화학물

질을 관리하는 김천시 간의 공조체계 미비로 인해 페놀유

출에 대한 초기 대응이 지연되었고, 수질오염사고에 대한

상황전파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전파시간이 지연

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했다. 이는 사고 피해

를 더 크게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기에 충분했다.

따라서 (주)코오롱유화의 공정상 시설관리 및 안전관리

를 철저히 하지 못해 유출사고가 일어났고, 유해물질의 하

천유출 사고에 대비한 배수로 차단 등의 조치 등 지연되어

대응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어 결국 유해물질에 대

한 안전관리 미흡으로 판단된다.

2) 대처방안

수로, 하수구, 밀폐된 공간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Figure 2. A quadrennial period statistical analysis of an dan-

gerous material: Present state of distribution in chemical sub-

stance
(9)

.

Figure 3. Upon arrived at the accident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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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향후 유사사고 발생 시 근원적인

수질오염물질 유출의 차단을 위해 불연성물질(모래나 흙)

로 웅덩이나 둑을 만들거나 임시제방, 완충저류시설 등 차

단 시설 설치요건을 강화 · 확대해야 한다. 이 중 완충저류

시설은 Figure 4처럼 화재 · 폭발 · 누출 등으로 환경피해

가 발생했을 때 단지에서 유출되는 유해물질을 일시적으

로 저장해 환경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로
(12)

, 사고로 새

나오는 폐수나 오염물질을 쓸고 내려오는 초기 빗물의 하

천 유입을 차단하는 안전장치다. 낙동강 수계에서 완충저

류시설을 가동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는데, 환경부

에서는 이 사고로 인해 산업단지에 준하는 공업지역에도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법적으로 의무화한다고 밝

혔다.

화학적으로 살펴보면, 페놀은 방향족 탄화수소계로 증기

가 공기와 접촉하면 폭발성 혼합기체가 될 수 있어 용기에

서 누설가스 인화 시 용기 및 용기주위에 물을 뿌려 냉각

시킨다
(13)

. 그리고 페놀을 다룰 때 열, 화염 및 기타 점화

원과 일정한 간격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유해물질 안전관리 및 대응기반을 강화하여야

한다. 안전관리 강화대책이나 법규를 제정하고, 화학물질

사고 사전예방을 하기 위한 대응기반을 강화해야한다.

가장 중요한 수질오염사고 통합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여

야 한다. 재난관련 유관기관 통합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사시 사고에 대비한 정기적인 훈련을 실시해 향후 유해

화학물질 유출에 있어 예방과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한다.

사례2. 불산 누출사고

2012년 9월 27일 오후 3시 43분 경 경상북도 구미시 산

동면 구미국가산업단지 4단지의 (주)휴브글로벌에서 야외

작업장의 탱크에서 불산을 옮기는 과정에서 가스(화학약

품 불산 20톤 중 8톤 정도)가 누출했다. 사망자 5명, 부상

자 18명의 인명피해와 Figure 5 등과 같은 소방서 추산으

로 약 177억 원 상당인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16)

.

1) 문제점

대부분 화학공장은 1960년~1970년대 건설된 것으로써

사고위험이 항상 도처에 내재되어 있다. 이런 화학공장의

노후화는 현재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으로 보인다.

현재 호흡기 및 피부보호기능이 높은 화학방호복이나

제독분석기능이 높은 생화학차 등 화학 장비도 부족한 실

정이며, 구미시가 포함되어 있는 경상북도는 화학구조대를

구성하지 않았고, 화학구조대나 화학테러구조대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는 서울, 경기, 부산 등에 비해 전문적인 인력

이 많이 부족하다.

또, 불산가스(HF)는 물에 용해될 수 있어서 인체에 매우

유해하며, 기체상태의 불화수소는 특히 공기보다 가벼워

쉽게 확산된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처리된다.

2HF(불화수소) + Ca(OH)2(수산화칼슘)

→ CaF2(불화칼슘) + 2H2O(물) (1)

이러한 불산과 같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공장은

주거지에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지만, 구미는 공장 근처에

봉산리와 임천리라는 마을이 있었다. 하지만 여기서 더 큰

문제점은, 주민 누구도 불산을 다루는 공장이 있었다는 사

실을 몰랐다는 점이다. 또한, (주)휴브글로벌의 종업원이

30인 미만이라는 이유로 환경부의 정보 공개 대상에도 포

함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환경부(유독물 및 사고대비물질), 고용노동

부(유해 · 위험물질), 산업통상자원부(고압가스), 소방방재

청(위험물)과 같이 소관물질이 중첩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고수습 주관부처가 모호해지는 사례가 발생해 최

근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 개정을

통해 모든 화학물질사고에 대한 주관부처를 환경부로 일

원화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는 유관기관으로써

사고발생시 지원으로 역할을 변경했다
(17)

. 하지만,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자체소방대 등의 유관기관이 있어 이에 대

한 공조체계 미흡이라는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2) 대처방안

불산은 가연성은 아니지만, 메탈 등과 접촉하면 폭발성

Figure 4. Making buffer storage facility
(15)

. Figure 5. A great deal of damage to the crops because of

hydrofluoric acid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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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가스를 방출시킨다. 이에 불산은 분말 소화약제, 스프

레이나 안개 형태로 된 물을 이용해야 하는데, 직접적으로

불산에 방사하게 되면, 난폭성을 일으키므로 탱크를 향해

방사해야한다. 이때, 안전한 거리에서 바람을 등지고 화재

를 진압하는 것이 좋다
(18)

.

공장 및 산업시설 등 주의가 필요한 장소에 소방본부 ·

환경부 · 지방자치단체 등 합동점검을 실시해 노후화된 장

비를 점검 및 수리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화재 특성과 현실을 종합하여 각 지역

마다 맞는 화재 성질에 따라 자체소방대 설치와 방재정보

시스템 등을 마련해 사고발생 시 각 기관이 유기적으로 빠

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근 국내 유통화학물질은 4만 천여종, 신규 화학물질은

연간 400여종을 다루고 있다. 즉 2002년 9,358종, 2006년

14,607종, 2010년 15,840종
(19)
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우

리가 다루어야 할 화학물질의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

세이나, 이에 대한 전문성에 한계가 있는 문제점이 대두되

고 있어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사고 발생 시 전문지식을 가

진 자체 전담기구가 운영된다면, 좀 더 정확하게 화학물질

을 다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초기 대처를 완벽하게 진행

할 수 있다.

유관기관과의 교육과 훈련 등을 통하여 공조체제를 구

축하는데 강화하는 방법으로 안전관리에 좀 더 힘써야 한

다. 각각의 기관들이 입수한 정보 즉, 미국 환경보호국

(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UEPA)

의 위험관리계획(Risk Management Planning: RMP) 등을

서로 교환하며 정보력을 키우고 사고발생시 유기적인 조직

체계를 형성하여 각 기관들의 역할분담과 공동으로 대처해

야 할 일들에 있어서 빠른 대처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20)

.

사례 3. 황산 유출사고

2013년 07월 19일 오후 5시 15분 경 서울 광진구 군자

동 세종대 영실관 실험실에서 일어났고, Figure 6에서 식

품을 황산에 넣어 끓이던 중 용기가 폭발(황산 0.5 L 유출)

했다. 부상자 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22)

.

1) 문제점

가연성 물질과 진한 황산의 접촉에 의해 발생된 열은 축

적되어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황산은 특히 한정된 공간 내 폭발범위에 축적될 수 있는

수소가스를 생성하기 위해 물로 희석했을 때 대부분의 금

속과 반응한다. 또, 물과 함께 유기재는 상당히 많은 열로

전개되면서 격렬하게 반응하고, 탄화물, 시안화물, 황화물

과 접촉했을 때 매우 위험한 상태가 된다
(23)

.

지난 6년간 전국 71개 대학과 15개 연구기관 연구실에

서 584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고, 연도별로는 2006년에

14건, 2010년 127건, 지난해 157건 등으로 6년간 11배가

늘었다
(24)

. 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교육이나 훈련은 많이

부족하다. 더구나 대학과 기업 등 연구소 실험실에 안전

매뉴얼조차 없는 곳이 상당수인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실 안전교육훈련의 실시비율은 약 50%~70%로 나

타나
(24)

 실험실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78%가 실험자 부주

의로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기관별 연구실안전관리비 확보 현황은 대학이 5

천 7백만 원으로 저조하며, 국공립 및 정부출연이 3억 1천

4백만 원으로 대학에 비해 5.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5)

.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 유해화학물질이 피부에 닿았을

경우 씻을 수 있는 샤워시설이나 눈 세척장비, 소화기 비

치가 되지 않은 점 등 관리장비가 많이 부족하다. 대부분

의 실험실에서 후드를 시약 저장 공간으로 이용하는데, 후

드는 24시간 가동하는 곳으로 불꽃이 튀면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장소이므로 시약 관리에 주의를 요한다.

2) 대처방안

실험실 사고의 대처방안으로는 안전교육 강화가 가장

중요하다. 실험자 부주의로 대부분의 사고가 일어나는 점

과 안전교육훈련의 실시비율은 약 50%~70%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최선의 대비책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국

공립 및 정부출연과 대학의 연구실안전관리비가 5.5배인

차이를 줄이고, 대학이 연구실 안전 관리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의 많은 주의와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시약을 보관하는 장소는 낙하 방지대가 설치되어

야 한다. 이는 시약을 꺼내다가 깨뜨릴 위험이 있기 때문이

다. 그리고 후드에 시약을 보관하는 것도 잘못된 행동이다.

고압가스통은 체인 등으로 벽에 고정해 파손을 막아야

한다
(26)

. 그리고 실험실 관리감독자를 선임해 일일 안전점

검을 의무화하는 방법도 있다.

이 사고에서의 유해화학물질인 황산은 물과의 용해성이

크며, 계란 썩은 냄새가 나는 황화수소(H2S)가 발생한다.

H2SO4(황산) + H2O(물)

→ H2S(황화수소)↑ + H2O + 2O2(산소)↑ (2)

물과의 희석 시 열 발생과 함께 비산현상이 일어나므로 황

산에 물을 가하지 않아야 한다.Figure 6. Picking up the pieces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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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3)식에서 황산은 산소 존재 시 연소반응에 의해 황

산화물이 생성된다.

H2SO4(황산) + O2(산소)→ SOX(황산화물)↑ + H2O (3)

이 황산화물은 인간에게 매우 치명적이므로 최대한 접촉

을 최소화해야 한다
(27)

.

사례 4. 암모니아 유출사고

2014년 02월 13일 오후 1시경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

빙그레 제2공장에서 일어났고, Figure 7에서 아이스크림을

제조하기 위해 보관한 액화질소 저장탱크 주변에서 새어

나온 암모니아 냄새를 희석하기 위해 물을 뿌리는 과정에

서 폭발(암모니아 가스 1.5톤~6톤이 유출)했다. 사망자 1

명, 부상자 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29,30)

.

1) 문제점

폭발 전 아침부터 암모니아 냄새가 났고, 빙그레에서도

암모니아 유출 사실을 알고 직원 30여명을 제 1공장으로

대피를 시켰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점은 자사 직원들은 대

피를 시켰지만, 하청 직원들에게는 알리지 않아 사망자 1

명이 발생하게 되었고, 또한 이 사실을 관리감독기관인 한

국가스안전공사와 남양주시청에 곧바로 알리지 않고 자체

적으로 점검을 하려다 피해가 더 커졌다
(29)

.

유출된 암모니아의 연소범위는 15.7 vol.%~27.4 vol.%

인데, 온도와 압력이 상승함에 따라 연소범위가 확대되어

위험성이 증가한다.

유출된 암모니아는 공기와 혼합되어 가열되면, 연소범위

의 확대로 인해 위험성이 증가하게 되고, (4)식처럼 질소

와 물, 소량의 이산화질소, 질산암모늄이 생성된다. 여기서

질산암모늄은 온도가 높거나 가연성 물질이 있을 때 폭발

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진다
(31)

.

4NH3(암모니아) +3O2(산소)

→ 2N2(질소) + 6H2O(물) (4)

이와 같이 암모니아는 조건에 따라 폭발할 위험이 크므

로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되어 있다. 이 사고는 폭발성이 큰

상황에 물이 닿으면 폭발하는 암모니아 가스의 성질까지

더해져 이 폭발사고는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결과였다.

여기에 안전 의식 불감증도 지적되고 있다. 안전 의식이

결여되어 있어 안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지 않게 되어

가정 내, 기업, 사회 등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2) 대책방안

암모니아 가스는 밸브나 공급라인에서 누설 시 냄새로

쉽게 알 수 있다. 이는 독성 및 가연성가스이므로 누설 부

위에 화기를 차단시키고,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취급해야

하며 용기 밸브, 배관 연결부 혹은 탱크에서 가스가 누출

되는 것을 주의 하고, 열 · 스파크 · 화염 · 고열로부터 가

스 용기를 멀리해야 한다.

누설 부위에 접근할 경우 방독면 등의 보호구를 착용 후

바람을 등지고 접근해야 하며, 액체 암모니아가 누출될 때

에는 물을 살수하여 암모니아 가스를 흡수시켜 중화한다
(32)

.

그리고 많은 기업들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 사고가 발

생했을 경우에는 하청 직원에게 책임을 미루고, 위와 같이

사고발생을 알리지 않아 사망으로까지 직결된 것으로 보

아 하청회사 직원들도 자사직원으로 인식하고, 원청업체와

하청업체의 공동책임제를 부여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들의 이미지나 이익에만 급급한 기업이나

공장들의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 법적인 기준을 통해 사고

발생을 시민들이나 유관기관에게 빨리 알리고, 적극적인

대처를 한다면 나중에 회사의 이미지가 쇄신될 것으로 판

단된다.

앞에서 분석한 사례들을 다음과 같이 하나의 표로 정리

하였다.

연번 발생일 유해화학물질 사고원인 피해현황

사례 1 2008. 3. 1 페놀 제조 공정의 기계과열로 캡처탱크가 폭발
16명

약 22억 원

사례 2 2012. 9. 27 불산 불산을 옮기는 과정 중 누출
23명

약 177억 원

사례 3 2013. 7. 19 황산 실험 중 황산이 들어있던 용기가 폭발 7명

사례 4 2014. 2. 13 암모니아 암모니아 냄새를 희석하기 위해 물을 뿌리는 과정에서 폭발 4명

Figure 7. Scene of an accident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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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치 분석에서 공장이나 산업현장에서 높은 유해화학

물질 사고가 일어난다는 것을 살펴본 것을 토대로 공장 및

실험실에서 최근에 발생한 유해화학물질의 사고 형태 중

유출을 중점으로 두어 사고 사례를 분석했다. 이에 공통적

으로 발생한 문제점들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대책방

안을 제안한다.

2.3 대책방안

2.3.1 대응체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40조(사고의 보고 등)<개정 2010.

6.4.>,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7조(응급조치 · 통보 및 조치

명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 발생 보

고)등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법은 기존에 있었던 ‘위험물안

전관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산업안전보건법, 고압

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

이 더해져 각 부처의 법령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사고에 대

한 법적 기준이 상이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통합적이

고 세부적인 법적인 기준을 세워야한다.

또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63조(과태료)에서는 유해화

학물질관리법 제40조(사고의 보고 등)에 따라 사고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하는 약

한 법적 제재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영

업정지 및 폐쇄 등 강력한 처벌규정으로 개정해 암모니아

유출사고와 같은 피해를 막아야 한다.

우리나라도 소방방재청이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미국은 연방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과 같은 강력한 권한을 갖고 실시간 모니

터링 시스템과 유관기관간의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도 함

께 이루어져야 한다.

2.3.2 화학사고대응전문가 양성

국내 화학공장은 노후화된 저장시설로 인해 사고 발생

률이 높고, 대형화 및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복합

적인 피해가 발생하므로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미국은 현장파견감독관(on-scene coordinator: OSC)을

두어 사고현장의 감독관으로 직접 지휘하고 관련기관과의

조정활동을 수행하는 중요한 사고대응전문가를 운영하고

있다
(34,35)

.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사고현장에서 지휘권을 갖고 직접

대응 및 지휘할 수 있는 전문적인 현장파견감독관이 필요

하다. 화학사고대응전문가를 양성 및 강화하면, 기술적으

로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을 띠며,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

는 유해화학물질 사고를 보다 통합적이고 체계적이며, 신

속한 사고대응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2.3.3 화학물질 대응 치료 전문가 양성

우리나라는 현재 4만 여종의 국내 유통 화학물질과 연

간 400여종의 신규 화학물질을 다루고 있어 유해화학물질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전문적인 화학물질 대

응 치료 전문가가 없다.

유해화학물질 사고 이후 집단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증

후군(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에 주목해야

한다. 피해지역의 주민들은 자연재해 및 사고 등의 심각한

사건을 경험한 후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계속적인 공포

감을 느끼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나 사람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할 의사 전문가가 없다. 그리고 각각의 화학물질의 지

식을 가지고 그에 맞는 치료법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전문

적인 의사도 없다.

보건복지부와 협조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치료

전문가를 파견해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인지치료, 행동치료,

최면요법 등 심리요법을 시행하고 지속적인 관찰을 해 외

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의 치료해 예방해야한다.

그리고 화학물질 노출로부터 인체 영향을 확인하는 실

제적이고 기초적인 방법인 위해성 평가는 유해화학물질

사고의 대응에 매우 중요한 평가이다. ‘위해성(risk) =유해

성(hazard)×폭로량(exposure)’ 즉, 화학물질의 노출이 발암,

심장질환 등을 일으키는 지 유해성을 확인하고, 인체 노출

기간 · 빈도 및 강도를 통해 화학물질의 양과 건강영향 발

생 관계를 확인
(36)
해 건강에 악영향이 발생할 확률을 계산

해 이에 맞는 치료법과 유해화학물질의 전반적 · 전문적인

지식을 함께 갖춘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2.3.4 시설 및 장비 관리

우리나라의 화학산업 단지는 대개 70년~80년대에 건설

되어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화로 화학물질사고의 3분의 1

정도가 시설 노후화로 인해 발생했다. 철저한 시설점검이

이루어져야 하고, 화학산업 단지의 시설 · 설비의 수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 유지 및 관리되어야 한다.

한국인의 체형에 맞는 호흡기 및 피부 보호기능이 높은

화학방호복을 연구해 개발하고, 누출감지경보기를 설치하

거나 생화학차 · 생화학, 인명구조차 및 유해화학물질 분

석 장비 등을 비치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2.3.5 국민 알권리 보장

미국의회는 1986년에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양,

일상적 공정과 사고발생 시 어떻게 환경에 유출될 수 있는

지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한 “비상계획과 지역주민

알 권리법”을 제정했다.

선진국들은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일원화하고 ‘알 권리’

도 강화해 관련 정보를 최대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처리

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 주요 회원국들의

경우 주민 거주 지역 인근 공장에서 사용하는 유해물질의

배출량과 사고 가능성, 대처 요령 등을 상세히 공개하는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주민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도를

절차화 · 구체화하여 주민들에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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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공할 수 있는 의사소통 프로그램을 개발해 확대해야

한다. 또한, 미국의 Chemical Emergency Preparedness

and Prevention Office (CEPPO)처럼 기업체, 공공기관들

이 사고예방 및 비상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
(34)
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히 유관기관에게 정보를 제

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연구해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3.6 안전의식 향상

안전의식의 첫 번째 문제점으로는 작업자의 부주의인데,

숙련된 경험이 부족하고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정보나 대

처방안 등 지식 및 정보력이 부족해 발생하는 문제점이다.

취급자 · 관계인에게 안전매뉴얼을 주기적으로 배포하고,

취급사업장에 안전 관리인을 선임해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법적인 기준을 마련해 강화해나가야 한다.

두 번째, 경영자 관심부족을 들 수 있다. 경영자 입장에

서 보면 안전관리에 관한 장비 등은 직접적이고 재빠른 이

윤 창출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해 최대한 적은 금액을 투자

하거나 법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으면 되도록 투자를 하

지 않는 양상을 보이며, 하청업체를 선정해 안전문제가 발

생 시 하청업체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구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둘 다 공동책임제를 부여하고,

인가 요건을 강화시켜 전문성을 갖춘 하청업체를 선정하

도록 해야 하며, 안전전문가 · 감독관을 지정해 원청-하청

간의 정보교류와 안전수칙에 대해 밀착 점검해야 한다.

3. 결 론

우리나라의 유해화학물질 사고의 현황 중 유출에서는

작업장 내에서 유출이 2008년 58.6% (10건)으로 가장 높

았고, 폭발에 따른 유출은 2004년 50% (5건), 2007년

25% (4건), 2011년 33.3% (4건)로 불규칙적으로 발생하였

다. 유해화학물질의 대부분의 원인은 안전관리 미흡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에 대응체계와 시설 및 장비

관리, 안전의식의 큰 부분으로 나누어 근본적인 대책방안

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 번째, 우리나라의 유해화학물질은 7개의 부처(환경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등)의 각각의 목적과

관리대상에 따라 14개의 근거법령을 통해 관리되고 있어

사고에 대한 법적인 기준은 각 부처의 법령에 따라 상이하

다. 이에 통합적으로 법적인 기준을 세부적으로 세워 유해

화학물질 사고를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이고, 100만 원 이

하의 과태료만 부과하는 약한 법적 제재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영업정지 및 폐쇄 등 강력한 처벌

규정으로 개정해야 한다.

두 번째, 화학사고대응전문가 양성이다. 미국의 현장파

견감독관(OSC)처럼 우리나라도 화학사고대응전문가를 양

성 및 강화해 사고현장에서 지휘권을 갖고 직접 대응 및

지휘할 수 있어 통합적이고 신속한 사고대응을 하도록 해

야 한다.

세 번째, 화학물질 대응 치료 전문기관을 설립해야 한다.

치료 전문가를 파견해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심리요법을

시행하고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을 치료하고, 치료 전문가에게 화학물질 및 유해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전반적이고 전문적인 교육도 지속적으로 이

루어져야 한다.

또한 위해성을 산출해 이에 맞는 치료법과 유해화학물

질의 전반적 · 전문적인 지식을 함께 갖춘 전문가를 양성

해야 한다.

네 번째, 시설 및 장비관리이다. 노후설비 개선과 철저

한 시설점검이 이루어져야 하고, 화학 산업 단지의 시설 ·

설비의 수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 유지 및 관리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안전의식 수준 향상이다. 주민 알권리를 보

장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

해야하며,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둘 다 공동책임제를 부여

하고, 인가 요건을 강화시켜 전문성을 갖춘 하청업체를 선

정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경영자들의 의식이 향상되어

안전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후 기

본 연구는 2014년도 강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로 연구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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