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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은 유해화학물질 설비로부터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을 인지하고
정확하게 행동하기 위하여
정보를 활용할 권리를 가진다.”
- 화학사고 예방, 대비 및 대응을 위한
OECD 지침서(2003) -

쟁점과 대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화학물질은 약 20만여 종에 이르며, 매년 3
천여 종의 화학물질이 신규 개발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18년 기준 3만 9백여 개
소 사업장에서 2만 9천 여종의 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화학사고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약 70여 건, 총 351건이 발생했으며,
지역별로는 경기, 경북, 울산, 충남, 전남 순으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현대 도시의 형성 과정에서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 난개발로 완충녹지
가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산업단지와 주거지역이 인접하게 되었다. 경북 구미
㈜휴브글로벌 불화수소 누출사고 피해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잘 드러냈으며,
이후 경북 영주 SK머티리얼즈, 인천 서구 이레화학 누출사고 등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실상 전국 어느 곳도 예외가 없는 구조적인 문제이다.
반면 유럽에서는 1976년 이탈리아에서 일어난 세베소 화학사고를 계기로 ‘세베
소 지침Ⅰ⋅Ⅱ⋅Ⅲ’을 통하여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 규제,
비상대응계획 수립,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사고조사와 교훈의 공유 등 화
학사고에 대한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하여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한국 사회가 화학사고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
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공간구조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완충 구역의 보완
과 함께 다음과 같은 방안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취급물질 수, 연간 취급량, 사고대비물질의 종류와
저장량, 사고 이력 등을 반영하여 화학사고 예측도를 구성하고, 주변 지역의 인구
수를 반영한 위해도를 산출한 다음, 위해도가 높은 지역에 대해 크리깅 기법
(Kriging)을 활용하여 ‘위험지역’을 설정한다. 둘째, 화학사고 발생 시 ‘위험지역’

내에 있는 사람들이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지역주민에게 교
육, 훈련을 실시하고 사업장 내의 시설 및 구조물을 개선한다. 셋째,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물질로 인한 만성적인 노출 위험을 저감하기 위해 배출
저감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행을 점검하여 위험요인을 제거한다. 끝으로 정부, 기
업, 시민이 함께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지역 단위에서 화학사고 취약성을 지속
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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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유해화학물질 노출 위험에 취약한 한국의 공간구조
‘사업장 단위’에서 ‘지역 단위’로 화학사고 대응 패러다임의 변화
 2015년 유해화학물질 관리 패러다임이 ‘사업장 단위’에서 ‘지역 단위’로 변화
○ 2015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유해화학물질 관리가 개별
사업장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방재계획을 수립하여 실행
- 우리나라에서는 ‘독물 및 극물에 관한 법률’이 1964년 처음 제정되면서

유해성이 높은 독극물 중심으로 관리를 시작

｢

｣

- 1991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이 제정되어 본격적인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등록과 평가, 화학사고에 대한 대응 체계가 구축되었음
○ 2012년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 2013년 화성 삼성전자 불산
누출사고를 계기로 2015년에 ｢화학물질 관리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지역
단위 화학사고 대응의 필요성 대두
- 화학물질에 대한 만성노출 영향 저감을 위하여 ‘배출저감 계획서’ 작성 및

제출제도가 2017년에 도입
- ‘화학사고 예방관리 계획서’와 ‘지역 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이 2020년에

도입되어 지역 단위 화학사고 대응체계로 전환
<｢화학물질관리법｣의 변화>

자료

:

연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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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도시화와 난개발로 화학사고 위험에 취약해진 한국의 공간구조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난개발로 화학사고 위험에 노출된 주거지역
○ 한국사회의 위험은 전통사회, 산업사회, 현대사회가 같은 공간에서 혼재되어
발전한 결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과 주거지역이 인접하게 된 구조적 문제 발생
- 전통사회는 촌락 단위로 발전을 하였으며 신분과 명예가 위험의 요인이 됨
- 산업사회에 들어와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거나 사업장의 개별 입지

형식으로 개발을 진행하였으나 산단과 주거지역 사이 안전거리를 두지
않고 도시화가 진행
○ 산업화, 도시화를 겪으면서 난개발이 화학사고 위험의 구조적인 문제를 내재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 개발이 이루어져 화학사고

시 피해 규모가 매우 클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음
<시대별 위험의 특성 변화>
구분

위험의 특성

사회구조적 특성과의 연관성

전통
사회

Ÿ 신분과 명예가 위험 발생의 주요 요인 Ÿ 명예와 신분을 원인으로 하는 위험의 감수는 공동
Ÿ ‘자기원인귀속성’이 강함
사회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Ÿ 자연재해, 전염병, 전쟁 등은 불가항력
직업윤리의 토대를 마련하였고, 집단소속감을 발생
적으로 이해됨
시켜 집단의 범위를 고정

산업
사회

Ÿ 위험의 예측가능성은 위험관리의 학문적 접근을
Ÿ 확률적 통계의 도움을 받아 위험 예측
가능케 하였고, 보험 제도를 발생시킴
이 가능해짐
Ÿ 한편, 보험제도는 위험을 사회적으로 공동분배하여
Ÿ 위험을 통제 관리의 대상으로 인식
신분집단의 동질성을 해체시키고, 직업윤리의 토대를
약화시켰으며, 개인주의를 초래

현대
사회

Ÿ 기술공학 및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인하
여 위험은 일상성, 타율성, 피해산정의
불확실성 등을 지니게 됨

자료

:

Ÿ 환경오염 등의 새로운 위험은 위험유발자와 피해
자간의 상호무관심과 사회적 무력감으로서의 위험
불감증을 심화시키거나, 집단경계를 초월한 자발적
시민연대를 생성시키기도 함

김원제(2003). “한국사회 위험(Risk)의 특성과 치유”, 사회연구, 한국사회조사연구소,

5:169-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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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이 주변의 도시화로 인해 주거지역과 인접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녹지의 기능은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로 분류되며 완충녹지가 화학사고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

⋅ ⋅ ⋅

- 완충녹지는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녹지임
- 산업단지

내

완충녹지는

⋅

⋅ ⋅

수질오염 대기오염 소음 진동

등

공해의

발생원이 되는 곳 또는 가스폭발, 유출 등 재해 대비가 필요한 산업지역과
주거지역을 분리
○ 녹지공간 자체를 확보하지 않은 산업단지가 다수 있으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이 개별적으로 입지하여 주거지역과 인접하게 입지한 결과를 초래
- 1960년~1970년대에 설치된 산업단지의 경우 녹지공간 자체를 확보하지

않은 산업단지가 대부분으로 인접한 주거지역에 대한 환경적 악영향 사례 발생
-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이 외곽지역에 있어 주거지역과 분리가 되어

있었으나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대규모 아파트 등이 인접 입지하면서
환경문제 발생
<완충녹지 사례>
인천 서구 사례

자료

완충녹지 조성 속도내는 인천 서구] 공장옆
숲에서 쉬고 운동하고… '녹색 옷' 갈아입는
도시”, 경인일보(2016.11.7.).

: “[

오스트레일리아 퀴나나 공단 사례

자료

: “Weak buffer zone threatens to kneecap
state’s premier heavy industrial area”, The
West Australian Newpapers(20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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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앞에 가까이 다가온 화학사고 노출 위험
 산단과 인접한 마을에 불화수소가 확산된 구미 휴브글로벌 누출사고 사례
○ 2012년 구미국가산업단지 ㈜휴브글로벌에서 불화수소 누출사고가 발생하여
주변 농촌마을 지역으로 확산되어 피해 발생
- 2012년

휴브글로벌 불화수소 누출사고가 발생하여 약 8톤의 불산기체가

㈜

외부로 유출되어 주민대피 유도(3km)1)
- 사고 발생 약 8시간 후인 23시 30분경 중앙119구조단 화생방대응팀이 와서

탱크로리 밸브를 잠가 불화수소 유출을 차단2)
○ 주변 지역 대기로 확산된 불화수소는 식생(농작물, 과수 포함) 및 사람 건강에
영향을 미쳐 식물괴사 및 노출 피해 발생
- 불산 피해를 입은 식생은 잎의 끝과 가장자리에 불소가 축적되어

식물괴사가 발생함3)
- 2012년 10월 6일까지 사고와 관련하여 지역주민 및 근로자 등 총
2,497명(중복포함)이 검진에 참여4)

<화학사고 누출로 인한 주변 지역 노출 사례>

자료

:

⋅

⋅

서양원 박정규 외(2015). 화학사고 사후영향평가 체계 구축방안 마련,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1) 감사원(2013). 구미 불산가스 유출사고 대응실태. 감사결과보고서(국회 감사요구 사항).
2) 감사원(2013). 구미 불산가스 유출사고 대응실태. 감사결과보고서(국회 감사요구 사항).
3) 서양원⋅박정규 외(2015). 화학사고 사후영향평가 체계 구축방안 마련,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4) “구미 불화가스 누출사고에 따른 건강영향조사 추진”, 환경부 보도자료(201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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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산단에서 누출된 불산이 영주 시가지로 확산되어 피해가 발생한 사례
○ 2018년 경북 영주시 SK머티리얼즈에서 육불화텅스텐이 누출되어 공기 중의 수
증기와 결합하여 불산으로 전환되어 주변 지역으로 확산
- 육불화텅스텐은 반도체 핵심 공정인 ‘금속 배선 공정’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로 3차원 낸드 플래시 메모리 생산이 늘어나면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
- 2018년 4월 13일 경북 영주 SK머티리얼즈에서 저장되어 있던 약 1.8톤의

육불화텅스텐 중 40kg 정도가 누출되어 주변 지역으로 확산5)
○ 인근 주민 대피, 학교 수업 중단 등 광범위한 지역에서 피해 발생
- 인근 주민을 대피시키고, 공장 반경 2km 이내에 위치한 영주여자중학교는

학생들을 귀가, 서부초등학교와 제일고등학교는 학교 내에서 보호 조치 실시6)
<SK머티리얼즈 화학사고 누출로 인한 주변 지역 노출 사례>

자료

영주

: “

머티리얼즈 유독가스 유출…인명피해는 없어”, 대구일보(2018.4.15.).

SK

5) “SK머티리얼즈 영주공장서 유독가스 누출 사고”, 국민일보(2018.4.13.).
6) “SK머티리얼즈 영주공장서 유독가스 누출 사고”, 국민일보(2018.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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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밀집으로 피해가 확산된 인천 이레화학 사례
○ 도금업체들이 집중 분포해 있는 지역에 인접해 입지한 이레화학에서 폐유를
정제하여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화학사고로 확산
- 이레화학은 아세톤과 톨루엔 등 폐유를 정제해 재활용하는 업체로 정제한

화학액을 1,000L 용기에 옮기는 도중에 전기 스파크가 일면서 화재가 발생
- 불길이 폐유를 따라 인근 공장들로 옮겨붙었고, 그 결과 이레화학 공장 2

개 동과 도금공장 2개 동 등 4개 동 전소, 도금공장 2개 동은 반소 함7)
○ 이레화학 사고 사례를 통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이 집중 분포할 때
특히 사고에 매우 취약하다는 점을 확인했고, 대응 과정에서 문제점도 드러남
- 사고 발생 초기에 화재사건으로 처리되어 ‘캐리스 앱’8)도 구동되지 않아 나

중에 화학사고로 취급되었으며, 건강영향 조사 시 한계가 드러남
- 화학물질 확산 피해지역은 실제로 동구 지역인데 대시민 문자 메시지는 사

고지역 행정단위에 따라 서구 지역에 전달이 되어 위해소통 문제가 드러남
<이레화학 화학사고 누출로 인한 주변 지역 노출 사례>

자료

김정수.

: ©

7) “‘46억 피해 이레화학 화재사고’ 회사대표 등 3명 무죄”, 뉴스1(2021.01.22.).
8) 캐리스 앱(CARIS App, 사고상황 공유 앱)은 ‘화학물질사고대응정보시스템(CARIS)‘을 기반으로 스마트폰용으로 개발

된 어플리케이션으로 사고상황 공유, 사진, 동영상, 화학물질 특성 정보 등과 같은 자료의 송수신 기능을 갖추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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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화학사고 대응을 위한 유럽의 ‘위험지역’ 설정 사례
유해화학물질 노출 위험을 줄일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의 수립과 추진
 유럽은 전통적인 봉건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다시 ‘위험사회’로 전환
○ ‘위험사회‘는 산업사회에서 실패의 결과가 아니라 정상적인 발전과정을 통해
도달된 결과로서 나타난 사회임
- 산업사회에서는 재화의 분배, 사회계급, 필요의 유대, 평등의 이상, 적극적

목표, 좋은 것의 획득 등의 특성이 있음
- 위험사회에서는 위험한 것의 분배, 개인화된 사회, 불안한 유대, 안전의

이상, 소극적/방어적 목표, 최악의 것의 예방 등의 특성을 보임
<산업사회에서 ‘ 위험사회’ 로 전환되는 과정>

자료

:

⋅

정근모 이공래 외(2001). 과학기술 위험과 통제시스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위험사회>
독일 뮌헨대 교수 울리히 벡(Ulrich Beck)은 근대성의 상징인 ‘이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서구를
중심으로 산업화와 근대화 과정이 실제로는 위험사회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울리히 벡은 현대사회
의 위험은 근대성의 실패가 아니라 성공에서 비롯되었으며, 산업발전은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인간에
게 풍요로운 삶을 가져다 주었지만 경이로운 과학의 발전은 인간을 엄청난 재난의 위험에 빠뜨렸다고
분석했다. 현대적 위험의 특징은 ‘통제불가능성’과 ‘불확실성’이다. 위험사회는 위험의 평등화, 위험의
전지구화, 과학의 불안정성 등의 변화를 초래했다. 울리히 벡은 위험사회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성과
과학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를 벗어던지고 ‘성찰적 근대화’를 주장한다.
자료

:

울리히 벡(1997). 위험사회, 홍성태 역, 새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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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이탈리아 세베소 화학사고로 토양오염과 피부병 등 3만 7천 명 피해

1976

○ 이탈리아 세베소市에 있는 ICMESA사의 트리클로로페놀 생산공장에서 1976년
반응기 안전밸브가 열리면서 염소가스와 다이옥신이 누출되는 사고 발생
- 1976년 7월 10일, 반응기 내부 과압으로 안전밸브가 열려 다량의 유독성

화학물질이 대기로 방출되는 사고가 발생
- 방출된 유해물질은 인근 5km 이내 11개 마을로 퍼져나가 1,800헥타르에

이르는 지역의 토양 깊이 60cm까지 오염 초래9)
○ EU에서는 세베소 사건 이후 유사한 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1982년
‘세베소 지침’을 만들어 적용하면서 화학사고 대응체계 구축의 전환기 마련
- 위험물질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인간과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
- 이 지침은 두 차례 개정을 통하여 현재 ‘세베소 지침Ⅲ’10)이 운영되고 있음

<세베소 사고현장과 염소가스 노출에 따른 피해 사례>

자료

:

세베소 염소가스 누출사건.
검색일:

“m.blog.naver.com“(

자료
2022.05.25.)

:

염소가스 노출로 피부병에 걸린 어린이.
검색일: 2022.05.25.)

”m.blog.naver.com“(

9) 김정곤⋅변현수(2008). “석유화학 사업장에서 운송 화학물질 위험관리”, 한국재난관리표준학회지, 1(1):53-62.
10) ‘세베소 지침Ⅲ’은 화학사고의 발생과 산업계 대응에 대한 불신, 규제 당국의 법 집행 및 통제능력에 대한 불신과 안

전관리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환경정보의 공개, 시민 직접 감시, 시민참가를 함으로써 안전을 확보할 수 있
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음. 세베소 지침Ⅲ은 화학물질에 대한 분류ㆍ표시 국제조화 시스템(GHS)에 의한 위험
성 표시제도 개정, 토지이용계획 및 중대산업사고 예방규칙(COMAH) 시행과정에서 시민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사고
발생 시 대피에 필요한 주민에 대한 위험성 고지 강화, 사고조사의 강화 등이 신설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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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은 세베소 지침을 통해 ’토지이용계획‘ 규제로 화학물질 노출 저감
○ 유럽연합은 세베소 지침을 통하여 화학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안전보고서 제출
제도‘를 도입하여 화학물질 위험도에 따른 관리체계를 도입
-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보고서 제도를 도입하여 화학물질의 종류와 취

⋅

급량만으로 유해 위험도에 따라 고위험과 저위험으로 구분하여 관리
- 안전보고서를 5년마다 다시 제출하여 심사와 현장 확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위험을 관리
○ 세베소 지침 Ⅱ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을 도입하였으며, 세베소 지침 Ⅲ에서는
사업장 유해 위험정보의 제공 의무를 강화
- 토지이용계획(Land Use Plan)은 화학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공정이나 설비

등에서 발생한 사고 영향을 미리 평가하여 위험지역을 구분하고, 영향을
받는 주민의 수, 인구구성, 개발밀도 등을 고려하여 등급에 따라 개발을 제한
- 세베소 지침

에 따라 사업장의 유해 위험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하고 화
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관한 국제기준(GHS11)) 도입
Ⅲ

<주거지역 분포에 따른 화학물질 노출 위험>

자료

: Pankaj Kumar(2018). “Seveso Disaster Chemical Events, effects & Seveso Directives”.

* https://pt.slideshare.net/pankajrajput33/seveso-disaster

11) GHS는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약자로서 전 세계적으로 통

일된 분류기준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정보를 쉽고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위험물의 분류기준, 경고표지 기
준 및 유해⋅위험성 분류기준 및 표지 방법을 GHS 기준에 맞게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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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토지이용 규제와 위험등급 설정 사례
 영국의 위험성 평가와 위험 강도를 결합한 위험등급 설정 사례
○ 영국은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노출 위험과 화학사고 대응을 위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주변 지역에 대한 토지이용규제로 관리
- 사업장 내에서는 공정안전관리와 안전경영을 통하여 화학사고 발생 및

주변 지역 누출 위험을 예방
- 사업장 외부 지역에 대해서는 위해도에 기반하여 10-6 이내 지역12)에

대해서는 거주지역이 형성되지 못하도록 법률적 기반하에 규제 실시
○ 영국 안전보건청에서는 자문절차로 위험지역을 설정, 위험 강도를 구분, 위험성
평가와 위험 강도를 결합하여 토지이용규제 관련 자문 의견 작성13)
- 위험지역을 3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위험 등고선(Risk Contour) 작성
- 영향을 받는 사람의 수, 인구구성(노인 등 취약계층) 분포, 개발밀도 등을

고려하여 위험 강도를 4개 등급으로 구분
- 위험성 평가와 위험 강도를 결합하여 결정하고 자문 의견을 제시

<영국의 토지이용계획 자문을 위한 위험등급 구분도>

자료

:

이충호(2013). “유럽의 화학사고 예방제도의 고찰”, 월간노동리뷰, 한국노동연구원,

11:33-41.

12) 특정 화학물질에 특정 농도로 노출되었을 경우, 개인 및 인구집단에서 유해한 영향이 발생할 확률을 결정하는데 적용되는
‘발암위해도’ 평가 기준으로 초과 발암 확률을 사용하고 있으며 10-6 이하인 경우, 발암 위해를 무시할만한 수준으로 해석
13) 이충호(2013). “유럽의 화학사고 예방제도의 고찰”, 월간노동리뷰, 한국노동연구원, 11: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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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은 유해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기반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
○ 영국은 1972년부터 중대 화학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지역개발을 위하여
유해화학물질 위해성에 기반한 주변 지역 토지이용을 제한하는 지침을 운영
- 안쪽지역(Inner Zone, IZ): 위해도 10-5 이내 지역14). 화학사고 발생 시

치명적 상해가 우려되는 지역
- 중간지역(Middle Zone, MZ): 위해도 10-5과 10-6 사이 지역. 치명적인

상해가 낮은 수준으로 우려되는 지역

×

- 외곽지역(Outer Zone, OZ): 위해도 10-6과 0.3 10-6 사이 지역. 취약한

인구집단이 치명적 상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지역
○ 영국은 중대한 화학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노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안쪽지역(IZ)과 중간지역(MZ)에 주거지역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
- 주거지역은 외곽지역(OZ)에 위치하도록 규정하여 중대 화학사고로 인한

노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음
- 학교, 병원 등 대규모 인구집단 시설은 특히 외곽지역 이상으로 거리를

두게 함으로써 대규모 피해 발생을 예방
<화학물질 노출 위험지역 분석 사례>

자료

: Tom Maddison(2010). The UK approach to land use planning in the vicinity of chemical major hazard installations.

14) 특정 화학물질에 특정 농도로 노출되었을 경우, 개인 및 인구집단에서 유해한 영향이 발생할 확률을 결정하는데 적용되는

발암 위해도 평가기준으로 초과발암확률을 사용하고 있으며 10-6 초과하여 발암위해를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인 위험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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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과 미국은 화학사고로부터 주민 보호를 위해 비상대응체계 구축
 유럽연합은 세베소 지침Ⅲ을 통해 화학사고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비
상대응체계를 구축
○ 유럽연합은 사업장 내부의 경우 안전성 보고서와 안전관리시스템으로, 사업장
외부의 경우 토지이용계획서와 비상대응계획으로 관리
- 사업장 내 주민 보호 비상계획은 사업장에서 작성하도록 하고, 사업장 외

주민 보호 비상계획은 관할 기관에서 작성

⋅

- 유해 위험물질 취급사업장은 사업장 내 비상계획의 주민과 지역에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고 관할 기관에 정보를 제공
- 사업장 위해관리계획서는 지역주민, 공동체, 대응기관 의견을 반영하여

명시하도록 하고 있음

<이탈리아의 세베소 지침Ⅲ에 의한 주민 보호 비상대응체계>

자료

:

이익모 외(2016). 위험물질 사고유형 분석 및 안전관리 체계개선에 관한 연구, 경기도재난안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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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인도 보팔사고를 계기로 지역 단위 대비체계 구축


년 인도 보팔사고를 계기로 미국은 ｢비상계획 및 지역사회 알 권리법｣ 제

1984

정을 통한 위해관리계획 수립, 지역 비상대응계획의 수립 및 지역대비체계 구축
○ 미국에 본사를 두고 인도 보팔에 입지한 유니온 카바이드 인도지사(UCIL)의
메틸 아이소사이안산 누출사고로 인해 인근 지역주민 3,700명 이상 사망
- 유니온 카바이드사가 인구 밀집 지역에 입지하여 메틸 아이소사이안산(MIC)

누출로 지역주민 3,700명 이상이 사망
○ 미국은 1986년 ｢비상계획 및 지역사회 알 권리법(EPCRA)｣을 제정하여
독성화학물질의 저장과 취급으로 인한 환경 및 안전 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독성화학물질에 대한 지역사회의 알 권리 요구를 수용
- 주요 내용은 비상계획 수립, 비상누출 신고, 유해화학물질 저장, 보고,

독성화학물질 누출 목록으로 구성
<미국 비상계획 수립절차 개념도>

자료

:

이익모 외(2016). 위험물질 사고유형 분석 및 안전관리 체계개선에 관한 연구, 경기도재난안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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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화학사고 위험지역의 설정과 운영
화학물질 위해성에 기반한 사고예측도를 이용하여‘위험지역’설정 관리
 화학사고 횟수,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주변 지역 영향 범위 내 거주 인구,
민감집단 규모 등을 반영하여 ‘위험지역’ 설정
○ 사고예측도(F)는 유해화학물질 취급물질 수, 연간 취급량, 사고대비물질 수,
보관저장량, 사고 이력의 합으로 계산
- 유해화학물질 취급 수를 기준으로 3개 이하이면 “1”점, 3개 초과 5개

이하면 “2”점, 5개 초과 7개 이하면 “3”점, 7개 초과 10개 이하면 “4”점,
10개 초과면 “5점”으로 평가
- 연간 취급량, 사고대비물질 수, 보관저장량, 사고 이력도 5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평가
- F값이 40 초과 시 “매우 높음”, 30 초과 40 이하면 “높음”, 10 초과 30

이하면 “보통”, 10 이하면 “낮음”으로 평가
<화학사고예측도 산정방법>
항목

가중치

구간별 점수

구간1

구간2

구간3

구간4

구간5

1

2

3

4

5

a 10

a＞10

3

≤
b≤10

≤
b≤100

≤
b≤500

≤
b≤1,500

b＞1,500

사고대비물질 수(c)

2

c=1

c=2

c=3

c=4

c＞5

보관저장량(d)

3

d 10

≤

d 30

≤

d 50

≤

d 100

d＞100

사고 이력(e)

10

e=1

e=2

e=3

e=4

e＞5

취급물질 수(a)

2

연간 취급량(b)

자료

:

a 3

a 5

a 7

≤

김정수 외(2019). 청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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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사고 위해도(R)는 사고 예측도에 GIS를 활용해 주변 지역 반경 1km 이내의
인구 수를 반영하여 크기를 평가
- 위해도(R) = 사고예측도(F)

× 인구수(P) ÷ 1,000(scale factor)

* 인구수는 반경 1km 내 인구를 GIS에서 산정
* 사고 발생 시 주변 지역의 피해 크기를 반영

<화학사고 위해도 구분>
화학사고 위해도

매우 높음

높음

구간 구분

R＞1,200

300＜R 1,200

자료

:

≤

보통

≤

10＜R 300

낮음

≤

R 10

김정수(2019). 청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 청주시.

○ 위해도 산정을 기반으로 영향 반경에 따라 ‘위험지역’ 선정
- 화학사고 위해도(R)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반경 500m를 위험지역, 반경
3km를 준위험 지역으로 선정
- 사업장과 사업장이 인접한 경우 각각의 원을 포함하여 ‘위험지역’을 선정

<화학사고 위험지역의 설정>

주
자료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이 인접하여 분포하는 경우의 위험지역 설정 개념

:
:

연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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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발생 시 화학물질 노출 위험 저감을 위한 실내대피 관리체계 구축
 화학사고 발생에 대비한 실내대피 관리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
○ 화학사고 발생 시 ‘위험지역’에서는 1차적으로 실내대피를 하게 되기 때문에
화학물질에 노출되지 않는 건물이 전제 조건
- 화학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위험지역에서 주민들은 신속하게 실내로 대피를

하게 되며, 대피한 건물은 화학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기밀성을 확보해야 함
- 화학물질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는 외부 공기가 실내로 유입되는 경로를

차단해야 하기 때문에 에어컨 가동 등도 하면 안 됨
○ 화학사고 규모가 커서 실외대피를 해야 하는 경우에도 유해화학물질이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복귀 후 노출될 위험의 예방이 가능
- 실외대피를 할 경우, 재난 약자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며 부득이하게 이동이

어려운 경우 화학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독립적인 산소공급장치를 사전에
비치하여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관리가 필요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대피 절차>

자료

:

⋅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2018). 화학사고 발생초기 지자체 주민알림 대피 결정 지원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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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지역 내 건물의 시설 개선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 필요
○ 위험지역 내 건물 시설개선을 위해 인센티브 모델을 만들어 틈새를 막고
화학사고 노출 위험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
- 민간건물의 그린리모델링 공사비 대출에 대한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타

정책과 연계를 통한 확산 지원
- 위험지역에 입지한 건물이 시설개선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단열효과

제고 및 화학사고 노출 위험 예방
○ 위험지역 내 민간건물은 화학사고 노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개선을
함으로써 부가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 확산과 녹색건축 활성화

｢

｣

-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건축 활성화 에 따르면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다각도의 지원 사업을 통해 에너지 성능 향상 및 효율 개선 추진
- 제로에너지건축물(이하 ZEB)은 2020년 공공부문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1,000m2 이상, 공동주택 제외)를 시작으로 2025년 민간 부문 의무화
(1,000m2 이상,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추진 계획

<프랑스 화학사고 위험지역 내 주거지역>

자료

: Jake Allen Marek(2017). “LAND-USE PLANNING TO CHEMICAL FACILITIES AND ASSOCIATED

ISSUES IN THE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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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시사점
화학안전을 위한‘완충녹지’확보와 토지이용규제의 법제화 필요
 정부는 ‘완충녹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입
지 관리 전략을 마련하고 주변 지역에 대한 토지이용규제 법제화 필요
○ 정부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입지특성을 분석하여 대규모 인구집단
을 화학사고 영향 범위로 지닌 사업장 관리 전략 마련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4(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등)에
따라 ’위험지역‘에 대한 관리 매뉴얼 제작⋅배포 필요

- 환경부는

- 기초 지자체는 ’위험지역‘ 설정을 통한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 필요

 위험지역 내에 있는 기업은 화학사고 노출 위험 저감을 위한 교육과 훈련,
비상대응계획 수립,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등을 통하여 사고대응 능력 확보
○ 기업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로 인한 사업장 또는
주변 지역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가 있음
-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조치해야 할 책무가 있음
○ 기업은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제출,
지역사회 고지 책임을 지고 있음
- 기업은 ’위험지역‘ 내 지역사회와 거버넌스 구축하여 비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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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 화학사고 대응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역 화학사고 대응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지역 화학사고 대응계획"에는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대피에 관한 사항,

긴급 구호물자 지급 및 응급의료지원 등 화학사고와 관련된 복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됨
-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사항, 사업장 및 시설의 확인, 화학사고 대응역량의

강화, 화학물질 누출사고 대응의 절차, 화학사고의 전파와 대피명령,
화학사고 비상 대응을 위한 장비와 자원, 복구계획이 포함됨
○ “지역 화학사고 대응계획” 적용 대상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 사업장을
우선으로 설정하며, 사고 다발 지역 또는 주요 사업장 밀집 지역 등 중점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추가
- 중점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기 위하여 ‘위험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위험지역’ 선정을 위해서는 취급량, 사고 이력, 주변 지역 인구
등을 반영하여 위해성에 기반한 화학물질 관리 필요
- 적용 대상 사업장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설정하고 화학물질 전체 사업장으로 단계적 확대가 필요
- 관할구역을 먼저 작성하고, 사업체 현황, 화학사고 시 지자체의 효율적

대응 방식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작성
<｢화학물질관리법｣ 내 지자체 단체장 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 의무 조항>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4(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등)
①

자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화학물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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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관 협치로 지역사회의 ’위험지역‘에 대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 시민단체는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실행
- 시민사회는 지방자치단체, 기업, 지역주민 사이 유해화학물질 위험에 대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실행하여 신뢰를 기반으로 한 거버넌스 구축
- 시민사회는 지역사회 알 권리를 강화하고, 리스크 관련 정보를 ’화학안전

시민교육‘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쉽게 알리는 역할을 담당
○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은 화학사고로 인한 건강영향을 예방하고,
재난취약자에 대한 시민실천을 담당함
- 화학사고 시 스스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실행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

과 훈련을 통하여 대응역량을 확보
- 재난취약자에 대한 실태 파악과 화학사고 시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훈련

<유해화학물질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전략>

자료

:

우종민 외(2007). “식품 중 유해물질에 대한 성공적인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Safe



Food , 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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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화학사고 대응요령>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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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화학사고 대응요령( 계속) >

자료

:

행정안전부(2021). 지방자치단체 화학사고 대응요령,

pp.3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