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isaster & Security

Vol. 9, No. 2, December 2016, pp 23~32

https://doi.org/10.21729/ksds.2016.9.2.23

ISSN 2466-1147 (Print)

ISSN 2508-285X (Online)
www.dssms.org

계절 특성을 고려한 독성 피해예측에 따른 위기대응

고도화에 관한 연구

황만욱*·황용우**·이익모***·민달기****

A Study on the Advancement of the Contingency Plan upon Prediction of 

Toxicity Damage Considering Seasonal Characteristics

Man Uk Hwang*, Yong Woo Hwang**, Ik Mo Lee***, and Dal Ki Min****

접수일자: 2016년 12월 9일/심사완료일: 2016년 12월 19일/게재일자: 2016년 12월 31일

요 약 오늘날 주민 생활공간과 인접해 있는 산업단지의 노후화 문제는 지역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의 위험도 분석 및 지역사회 고지범위를 제고하기 위해 대안의 사고시나리오의 영향범위와 계절별 기상

최빈값을 활용하여 모사된 영향범위를 비교·분석하였고, 시간대별로 관측된 풍향을 계절별로 검토하여 독성물질 누출 시 피

해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예측하였다. 또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한계 대피시간 및 최소 이격거리를 제시하였으며, 비

상대응에 활용되고 있는 위해관리계획서를 고찰하여 인근 근로자 및 주민에 대해 한층 더 합리적인 안전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언하였다.

핵심용어 골든타임, 위기대응, 사고시나리오, 프로빗 분석, 바람장미

ABSTRACT Today the issue of deterioration of industrial complexes that are located close to life space of residents has

been raised as a cause of threats to the safety of local communities. In this study, in order to improve the current risk

analysis and scope of community notification, simulated threat zones were comparatively analyzed by utilizing the threat

zones of alternative accident scenarios and modes of seasonal weather, and the area with a high probability of damage

upon the leakage of toxic substances was predicted by examining wind directions observed at each time slot for each sea-

son. In addition, limit evacuation time and minimum separation distance to minimize casualties were suggested, and a pro-

posal to enable more reasonable safety measures for on-site workers and nearby residents made by reviewing the risk

management plan currently utilized for emergency response.

KEYWORDS Golden time, Contingency plan, Accident scenario, Probit analysis, Wind rose

1. 서 론

1962년 울산공업지구가 최초로 설립된 이래, 수도권 및

지방거점도시에 집중된 경제개발로 도시과밀화 현상이 심

화되었다. 그 결과 오늘날 산업단지 형태는 산업시설과 이를

지원하는 주거 및 상업시설 등이 인접해 있어 화학사고 발생

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거리확보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 또한 착공된 지 20년이 경과한 국가산업단

지의 노후화율이 2014년 4분기 기준 68.3%로 매우 높아 유

해화학물질 취급에 따른 잠재위험이 상존해 있는 만큼 보

다 합리적인 위기대응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2012년 9월 27일 구미 국가산업단지 (주)휴브글로벌에서

발생한 불화수소[HF; hydrogen fluoride] 누출사고는 현장

근로자는 물론 인근 주민에까지 피해를 준 대표적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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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우리나라의 화학사고 대응체계의 허점을 여지없이

드러낸 인재(人災)이다. 이 사고로 현장 근로자 5명이 사망

하였고 18명이 부상을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화수소가

장외로 확산되어 인근 주민 약 1만 명이 검사와 치료를 받

았다. 또한 가축 4,000여 마리가 폐사하였고, 약 233만 m2의

농작물이 고사하는 등의 재산 및 환경피해를 동시다발적

으로 발생시켰다. 이를 계기로 2015년 1월부터 유해화학물

질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장외

영향평가서를 작성·제출토록하고 있으며, 사고대비물질을

규정 수량 이상 취급하는 경우에는 유사시 행동요령 등이 기

술된 위해관리계획서를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계부처 상호 간 협업을 통해 체계적인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업무 등의 수행이 가능하도록 전국 6곳(시흥, 익산,

구미, 서산, 여수 및 울산)에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를 설

립하여 ‘30분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비상대응체계를 확립

하고 있다. 그러나 제일선 유관기관이 일부지역에 국한되어

있어 화학사고 발생 위치에 따라 골든타임을 지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화학물질안전원의 화학사고 보고서에 따르면 대응기관의

현장 출동시간은 2015년 상반기의 경우 90분, 2015년 하반

기에서 2016년 상반기의 경우에는 103분으로 조사되어 골

든타임 내 현장대응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화학사고 발생 시 효과적인 비상대응계획을 바탕으로

피해확대를 최소화시킴으로써 대응기관이 화학 사고에 대

응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

하다. 그러나 사전예방차원의 피해예측 사고시나리오가

접근성(accessibility)에 중점을 두어 계절을 고려하지 않은

연평균 기상자료를 활용하므로 합리적인 비상대응을 계획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유해화학물질이 누출되었을

때 폭로시간이 인명 피해의 강도를 결정하는 중요 변수임

에도 불구하고 독성지수(ERPG-2, IDLH 등)의 영향범위

끝점(end point)에 한정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 시간

흐름에 따른 구체적인 비상대응을 확립하는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피해예측 프로그램을 활용한 영향범

위 모사 시, 대상지역에서의 계절별 기상 최빈값을 분석·적

용하였다. 이를 근거로 현행의 위험도 분석 및 지역사회 고

지범위를 고찰하였고, 계절에 따라 시간대별로 관측된 풍

향을 검토하여 독성물질의 확산방향을 예측하였다. 또한

사고현장에 인접해 있는 근로자 및 주민에 대한 안전대책

으로 거리(m)별 폭로농도(ppm)에서 폭로시간(min)에 따른

사망가능성(%)을 분석하였으며, 독성물질 누출 시 인명피

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한계 대피시간(min) 및 최소 이격거

리(m)를 제시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국내 화학재난 대응체계

화학물질의 누출사고 발생 시 ‘화학사고 즉시 신고에 관

한 규정’ 제3조에 따라 15분 이내에 사고내용 및 원인, 피

해현황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환경관서 등의 유

관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재

난의 위험수준에 따라 관심, 주의, 경계 및 심각단계로 위

기경보 수준을 4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며, 유관기관 간 상

황전파, 보고·지시 및 협조를 통해 화학 사고에 대응하고

있다. 이때 위기경보 ‘경계·심각단계’는 전국단위 또는 중앙정

부 차원의 예보·경보로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또는 중

앙사고수습본부장이 발령하며, 지역단위 예보·경보인 ‘주의

단계’는 시·도시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령하고 있다.

2.1.1 소규모 사고

소규모 사고는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상 평시 상태인 ‘관

심단계’와 피해정도가 경미한 ‘주의단계’를 의미한다. 인

명 및 환경에 경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차

원의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 재난에 대응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는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화학사고의 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1.2 중규모 사고

인명 및 환경피해가 광범위한 중규모 사고에는 ‘경계단

계’를 발령하여 중앙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중앙긴급구조

통제단,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는 한편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에 지원요청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지방(유

역)환경청장은 화학물질 유출·누출로 인해 인명 및 환경피

해의 심각성이 예상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임명한 현장

수습조정관을 파견하여 화학사고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전국 6개의 화학재난합동

방재센터는 지원요청 시 사고현장에 출동하여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의 업무를 지원해야 한다.

2.1.3 대규모 사고

인명 및 환경의 피해가 매우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범정

부적 대처가 필요한 대규모 사고인 경우에는 ‘심각단계’를

발령하여 즉각 대응태세 돌입과 함께 중앙재난안전대책본

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2.2 위기대응계획 고도화의 필요성

산업입지 실태에 기인한 잠재위험을 화학사고 비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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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화학물질 관리계획의 관점에서 조사하여 Fig. 1와 같이

정리하였다. 화학사고 발생 시 대응기관에 의한 초기 현장

대응의 한계점은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와 합리적인

예방대책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현재 화학물질 취급으로부터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행

되고 있는 위험도 분석 및 위해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

지는 대안의 사고시나리오로 예측된 영향범위에 한정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대안의 사고시나리오는 연평균

기상조건을 활용한 피해예측으로써 계절별 기상을 대표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 이로 인해 위험도가 과대 및 과소

산정되는 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위해관리계획

서의 타당한 지역사회 고지범위 결정 및 효과적인 비상대

응을 계획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유해화학물질이 누

출되었을 경우 사고 발생 지점에 인접한 풍하측의 인근 근

로자 및 주민은 단시간 내 고농도의 독성물질에 폭로될 수 있

어 보다 긴급한 대응책이 요구되지만, 현재 독성지수 ERPG-2

의 끝점 농도에 한정된 피해예측은 이러한 현실성을 반영하

지 못하는 실정이다.

2.3 Probit 분석

프로빗 분석법이란 화재, 폭발 또는 독성물질 누출로 인

한 가상사고의 피해크기와 피해영향 가능성의 연관관계를

실험식을 이용하여 분석하는 방법이다. 독성물질로 인한

피해영향을 평가하는데 사용되는 프로빗 값은 식 (1)에 의

해 계산되며, 피해수준의 판단은 Table 1에 나타낸 백분율

과의 상관관계표를 활용한다.

(1)

where,

A
t
, B

t
: Coefficient of a specific toxic substance [none]

T
L
: Toxic load [ppm·min]

C: Concentration of toxic substances during the exposure [ppm]

n: Coefficient of a specific toxic substance [none]

t
e
: Exposure time [min]

2.3.1 한계 대피시간

풍하측 거리별 폭로농도에서 사망가능성이 거의 없는

한계 대피시간(min)을 산정하기 위해 식 (2)를 이용하였다.

이때 계산에 활용된 프로빗 값은 백분율과의 상관관계표

를 참고하여 사망가능성이 매우 낮은 ‘2.67’ 미만의 값 중

‘2.66’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2)

where,

P
D
: Marginal probit value for zero probability of death (2.66)

P
r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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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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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 ]+= A

t
B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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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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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tatus of the emergency response to chemical accidents and the management plan for chemic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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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최소 이격거리

사고 발생 지점으로부터 사망가능성이 거의 없는 최소 이격

거리를 선정하기 위하여, 대응기관이 사고에 대응하는데

소요되는 현장 출동시간을 폭로시간으로 설정하였다. 이때

사망가능성이 거의 없는 폭로농도는 프로빗 계산식을 이용

하여 식 (3)을 통해 산출하였으며, 식 (3)에 따라 계산된 폭

로농도까지의 거리를 추정하여 최소 이격거리를 결정하였다.

(3)

where,

t
i
: On-site response time of response organizations [min]

3. 사고시나리오 선정

3.1 연구대상 및 누출조건

1985년 조성되어 노후 산업단지로 지정된 남동 국가산

업단지에서 인쇄회로기판(PCB, Printed Circuit Board) 제

조업체인 ‘S’기업을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였고, 사업장 내

에서 취급하는 6종의 유해화학물질 중 지난 10년(2006~2015)

간 38건의 가장 높은 누출사고 빈도를 나타낸 사고대비물

질인 염산을 대상물질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농도

35%의 염산을 이동탱크저장소에서 ‘S’기업의 옥외탱크저

장소로 이송하던 중, 부식성이 강한 염산으로 인해 이송배

관의 접합부가 파손되어 이동탱크저장소의 안전칸막이 한

칸에 해당하는 양인 4,000 ℓ(≒4,720 kg)가 지표면으로부

터 1 m 높이에서 전량 누출된 것으로 사고시나리오를 설정

하였다. 이동탱크저장소로부터 누출된 염산 용액의 표면

적은 해당 사업장의 옥외탱크저장소 주위에 트렌치 및 방

류턱 등 안전대책이 미흡함에 따라 ‘사고시나리오 선정에

관한 기술지침’에서 제시한 식 (4)에 의거하여 400 m2의 웅덩

이(pool)가 형성된 것으로 설정하였다.

(4)

where,

A: Surface area of the liquid layer [m2]

Q: Leakage [kg]

ρ: Density of the chemical [g/cm3]

Fig. 2에 나타낸 것과 같이 대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서쪽

으로는 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아파트,

학교 및 공원 등 ‘갑종 보호대상’이 밀접하게 위치해 있다.

따라서 누출사고 발생 시 근로자는 물론 인근 주민의 피해

가 예상되므로 피해확대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비상대응

계획에 대해 고찰할 필요성이 있다.

C
n e

P
D

A
t

–

B
t

-----------------

t
i

--------------=

A 0.1
Q
ρ
----×=

Table 1. Transformation of percentages to probit values

Percentage(%) 0 1 2 3 4 5 6 7 8 9

0 - 2.67 2.95 3.12 3.25 3.36 3.45 3.52 3.59 3.66

10 3.72 3.77 3.82 3.87 3.92 3.96 4.01 4.05 4.08 4.12

20 4.16 4.19 4.23 4.26 4.29 4.33 4.36 4.39 4.42 4.45

30 4.48 4.50 4.53 4.56 4.59 4.61 4.64 4.67 4.69 4.72

40 4.75 4.77 4.80 4.82 4.85 4.87 4.90 4.92 4.95 4.97

50 5.00 5.03 5.05 5.08 5.10 5.13 5.15 5.18 5.20 5.23

60 5.25 5.28 5.31 5.33 5.36 5.39 5.41 5.44 5.47 5.50

70 5.52 5.55 5.58 5.61 5.64 5.67 5.71 5.74 5.77 5.81

80 5.84 5.88 5.92 5.95 5.99 6.04 6.08 6.13 6.18 6.23

90 6.28 6.34 6.41 6.48 6.55 6.64 6.75 6.88 7.05 7.33

Percentage (%) 0 0.1 0.2 0.3 0.4 0.5 0.6 0.7 0.8 0.9

99 7.33 7.37 7.41 7.46 7.51 7.58 7.65 7.75 7.88 8.09

Fig. 2. Location map of the company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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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기상조건

피해예측에 활용되는 최악 및 대안의 사고시나리오의

기상조건은 ‘사고시나리오 선정에 관한 기술지침’에 근거

하여 적용하였다. 이때 대안의 사고시나리오에 이용되는

기상자료는 2015년 3월부터 2016년 2월동안 인천기상대

에서 관측된 연평균 기상을 활용하였다. 또한 계절에 따른

사고시나리오별 피해영향범위를 비교·분석하기 위해 최근

1년(2015.3~2016.2)간 시간대별로 관측된 총 8,784개의 기

상자료를 계절별 기상 최빈값으로 추가 선정하여, 이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대기안정도는 최악의 사고시나리오의

경우 매우 안정한 상태인 F 등급으로 적용하였고, 대안 및

계절별 사고시나리오는 중립상태인 D 등급으로 적용하였다.

독성물질의 확산방향을 결정하는 주풍향을 조사한 결과

대안의 사고시나리오의 경우 북북동(NNE)풍을 나타낸 반

면, 봄과 여름은 서남서(WSW)풍, 가을과 겨울은 북북서

(NNW)풍으로 확인되어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독성물질 누출 시 피해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최근 3년(2013.3~2016.2) 동안의

계절별 풍향을 추가 조사하였으며, 상관분석을 수행하여

연도변수 간 계절별 풍향을 비교·분석하였다.

3.3 기타조건

지표면 굴곡상태는 ‘S’기업을 중심으로 산업단지, 아파

트, 학교 및 공원 등이 위치해 있으므로 ‘도시지형’으로 선

정하였다.

4. 연구결과

4.1 계절별 바람장미 비교·분석

유해화학물질 누출 시 독성물질의 확산방향을 분석하기

위해 인천기상대에서 2013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시

간대별로 관측된 총 26,304개의 풍향자료를 조사하여 계절

별로 분류하였다. 계절별 풍향을 Fig. 3에 나타낸 바람장미를

통해 시각적으로 비교한 결과 봄(3~5월)과 여름(6~8월)은

서남서(WSW)풍, 남서(SW)풍, 북북서(NNW)풍 및 서(W)풍

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어, 산업단지 내 인근 근로자보

다 주민의 피해 가능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가을(9~11월)과 겨울(12~2월)에는 북북서(NNW)풍, 북북동

(NNE)풍 및 북(N)풍의 바람이 주로 불어와 공원 내 야외활

동 중인 주민의 피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바람장미를 통해 확인한 계절별 풍향의 유사성을 검정

하고자 통계분석 프로그램인 MINITAB 17을 이용하여 상

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분석을 통해 산정된 유용한 통

계척도인 피어슨 상관계수(r)와 통계적 유의확률(p-value)을

Table 3에 나타낸 결과, 계절별 연도변수(2013~2015)에 대

한 상관계수가 강한 양적 상관관계(+0.7~+1.0)를 나타내어

연도별 관련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t-분포에 따른

유의수준(α) 5.0%와 자유도(n-2) ‘14’에 대한 유의확률이

p<.001로 분석되어 ‘두 변수 간 상관관계가 없음(ρ=0)’을

의미하는 귀무가설(H
0
)이 기각됨에 따라, 계절별 풍향의

연도변수 간 상관이 유의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4.2 예측모델 분석결과

4.2.1 ERPG 수준별 영향범위

사고시나리오에 대한 피해영향범위는 미국 해양대기국

(NOAA,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과

미국 환경보호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에서

공동 개발한 ALOHA(Areal LOcation of Hazardous Atmospheres)

5.4.7을 활용해 분석하였다. 대상물질로 선정한 염산의

ERPG(Emergency Response Planning Guideline) 수준별 끝

점 농도에 대한 관심거리를 Fig. 4에 나타내었다. 피해예측

결과 ERPG 수준별 끝점은 최악의 사고시나리오의 경우

각각 3,400 m, 1,200 m 및 344 m로 나타났으며, 대안의 사

고시나리오는 각각 1,500 m, 539 m 및 169 m인 것으로 분

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에서

위험도 분석 및 지역사회 고지에 활용되고 있는 대안의 사

고시나리오의 피해영향범위를 제고하고자, 연평균 기상이

아닌 대상지역에서의 계절별 기상 최빈값을 분석·적용하

였다. 그 결과 봄, 여름 및 가을의 경우 ERPG 수준별 피해

Table 2. Weather condition for each accident scenario

Classification
Current guidelines Application of weather modes

Worst Alternative Spring (3~5) Summer (6~8) Autumn (9~11) Winter (12~2)

Air temp. (oC) 25.0 13.0 14.4 25.3 19.7 3.5

Wind speed (m/sec) 1.5 3.2 2.5 2.6 2.5 2.9

Relative humidity (%) 50 77 99 99 98 98

Wind direction NNE NNE WSW WSW NNW NNW

Atmospheric stability F D D D D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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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범위가 대안의 사고시나리오보다 넓은 범위를 나타내

었으며, 반대로 겨울에는 그 범위가 좁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위험도 분석 및 지역사회 고지에 활용되고

있는 대안의 사고시나리오의 ERPG-2(20 ppm)에 대한 피

해영향범위가 539 m인 반면, 여름에는 최고 836 m로 분석

되어 현행의 피해예측은 지역사회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3.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p-value

Spring Summer Autumn Winter

2013 2014 2013 2014 2013 2014 2013 2014

Spring
2014 0.913 (p<.001) - - - - - - -

2015 0.922 (p<.001) 0.968 (p<.001) - - - - - -

Summer
2014 - - 0.791 (p<.001) - - - - -

2015 - - 0.849 (p<.001) 0.891 (p<.001) - - - -

Autumn
2014 - - - - 0.808 (p<.001) - - -

2015 - - - - 0.915 (p<.001) 0.916 (p<.001) - -

Winter
2014 - - - - - - 0.966 (p<.001) -

2015 - - - - - - 0.976 (p<.001) 0.973 (p<.001)

Fig. 3. Comparison of seasonal wind r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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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ERPG-3 내 거리별 폭로농도

독성물질로 인한 인명피해의 가능성을 평가하는데 활용

되는 프로빗 분석은 폭로농도와 폭로시간의 함수로 정의

된다. 따라서 사고 발생 지점으로부터 풍하측 거리별 폭로

농도를 파악하는 것은 사망가능성이 거의 없는 한계 대피시

간을 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1시간 폭로

시 인명사고 가능성이 있는 ERPG-3 영향범위 내 거리에

따른 사고시나리오별 폭로농도(ppm)를 분석하여 Table 4에

나타내었다. 계절별 사고시나리오에서 ERPG-3(150 ppm)

영향범위는 여름의 경우 대안의 사고시나리오 보다 약 1.4

배 큰 234 m로 나타난 반면, 겨울은 약 0.7배인 116 m로 나

타나 계절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초 풍하측 10 m 지점에서 폭로농도는 최악 및 대안의

사고시나리오에서 각각 19,430 ppm과 2,845 ppm로 모사

되었다. 계절별 사고시나리오의 경우 동일 지점에서 봄, 여름

및 가을이 연평균 기상조건을 활용한 대안의 사고시나리

오보다 높은 폭로농도를 나타낸 반면, 겨울에는 1,775 ppm

으로 분석되어 비교적 낮은 폭로농도를 나타내었다. 이는 연

평균 기상조건을 활용한 독성 피해예측이 계절 특성을 반

영하지 못한 결과로써 합리적인 인명피해를 추정하는데

한계점이라 생각된다.

4.3 사고피해영향 평가결과

즉시 신고규정에 따라 15분 이내에 신고접수가 이루어

졌을 때, 대응기관의 이상적인 현장 출동시간은 골든타임

30분을 고려한 45분 이내가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그러

나 대응기관의 인프라 구축이 미흡한 현재 상황에서는 사

고 발생 위치에 따라 골든타임 확보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대응기관의 현장 출동시간을

현실적으로 추정하여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비상대응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한 ‘S’기업은 관

할기관인 시흥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와 약 14 km의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출동 시 현장 도착까지 약 30

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S’기업에서 화

학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응에 필요한 시간은 화학사고 즉시

신고기준인 15분을 고려한 45분으로 판단되어지므로, 이를

사고피해영향 평가를 위한 프로빗 분석 시 독성물질의 폭

Fig. 4. Threat zone by toxic level of concern(ERPG) for the

accident scenarios

Table 4. Average toxic concentration for each accident scenario according to distance (Units: ppm)

Distance (m)
Accident scenarios Seasonal accident scenarios

Worst Alternative Spring (3~5) Summer (6~8) Autumn (9~11) Winter (12~2)

10 19,430 2,845 4,095 7,915 6,005 1,775

20 11,495 1,815 2,515 4,785 3,645 1,125

30 6,725 1,245 1,575 2,960 2,250 756.0

40 4,450 924.5 1,105 2,045 1,550 555.0

50 3,110 711.5 808.5 1,475 1,125 423.5

60 2,240 581.0 642.5 1,165 883.0 345.0

70 1,755 483.0 519.0 936.0 707.0 285.5

80 1,415 410.0 430.0 771.5 581.5 242.0

90 1,195 355.0 364.5 651.5 490.5 209.0

100 1,015 313.0 315.5 562.5 423.5 184.5

116 805.0 254.5 250.0 442.0 334.5 150.0

143 584.5 194.5 184.5 323.0 247.0 -

165 468.5 157.0 150.0 259.5 200.5 -

169 452.0 150.0 - 250.0 193.5 -

201 346.0 - - 191.0 150.0 -

234 272.5 - - 150.0 - -

344 150.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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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간으로 설정하였다. 

ERPG-3 영향범위 내 각각의 사고시나리오에 대한 거리

별 사망가능성을 식 (1)에 따라 산출하여 Table 5에 나타내었

다. 이때 상수 A
t
, B

t
 및 n은 미국해안경비대(1980)에서 제시한

-16.85, 2.00, 1.00의 값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관심지점

에서의 사망가능성이 대안의 사고시나리오보다 여름, 가

을 및 봄 순으로 높은 사망가능성을 나타내었으며, 겨울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사망가능성을 나타내었다. 

4.4 한계 대피시간 및 최소 이격거리

4.4.1 한계 대피시간 산정

사고 발생 지점에 인접한 근로자는 고농도의 독성물질에

폭로될 수 있어 화학사고 발생 시 보다 긴급한 행동이 요구

되지만,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 상 사고피해

Table 5. Possibility of death by distance after a 45 minute exposure according to the accident scenarios (Units: %)

Distance (m)
Accident scenarios Seasonal accident scenarios

Worst Alternative Spring (3~5) Summer (6~8) Autumn (9~11) Winter (12~2)

10 99.9 95~96 99.1~99.2 99.9 99.9 76~77

20 99.9 78.0 92~93 99.6~99.7 98~99 42~43

30 99.9 50~51 68~69 96.0 88~89 16~17

40 99.4~99.5 28.0 41~42 84~85 67~68 5~6

50 96~97 13~14 19~20 64.0 42~43 1~2

60 88~89 6~7 9~10 45~46 25.0 0

70 75~76 3.0 4~5 29.0 13~14 0

80 60~61 1~2 1~2 17~18 6~7 0

90 47~48 0 0 10.0 3~4 0

100 35.0 0 0 5~6 1~2 0

116 19~20 0 0 2.0 0 0

143 6~7 0 0 0 0 -

165 2~3 0 0 0 0 -

169 2~3 0 - 0 0 -

201 0 - - 0 0 -

234 0 - - 0 - -

344 0 - - - - -

Table 6. Limit evacuation time for the initial exposure site by the accident scenarios (Units: min)

Distance (m)
Accident scenarios Seasonal accident scenarios

Worst Alternative Spring (3~5) Summer (6~8) Autumn (9~11) Winter (12~2)

10  0.89  6.06  4.21  2.18  2.87  9.71

20  1.50  9.50  6.85  3.60  4.73 15.32

30  2.56 13.85 10.95  5.82  7.66 22.80

40  3.87 18.65 15.60  8.43 11.12 31.06

50  5.54 24.23 21.32 11.69 15.32 40.71

60  7.70 29.67 26.83 14.80 19.52 49.97

70  9.82 35.69 33.22 18.42 24.39 60.39

80 12.18 42.05 40.09 22.35 29.65 71.24

90 14.43 48.56 47.30 26.46 35.15 82.49

100 16.99 55.08 54.64 30.65 40.71 93.44

116 21.42 67.74 68.96 39.01 51.54 114.93

143 29.50 88.64 93.44 53.38 69.80 -

165 36.80 109.81 114.93 66.44 85.99 -

169 38.14 114.93 - 68.96 89.10 -

201 49.83 - - 90.26 114.93 -

234 63.27 - - 114.93 - -

344 114.93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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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은 일반적으로 ERPG-2를 활용한 영향범위 끝점에 한

정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거리별 폭로농도에 따른

피해영향을 반영하지 못하여 독성물질 누출 시 근로자가

자신의 위험정도를 쉽게 파악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거리별 폭로농도에 대해 사

망가능성이 거의 없는 한계 대피시간을 분석하여 Table 6에

나타내었다. 이때 즉시 신고규정이 15분이라는 점을 고려

했을 때, 인근 근로자 및 주민은 독성물질이 도달하기 전까지

사고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Table 4에

나타낸 독성물질 농도에 즉시 폭로되었다고 설정하여 누

출원으로부터 이격거리별 한계 대피시간을 산정하였다. 

최초 관심지점인 풍하측 10 m에서 한계 대피시간을 식

⑵를 통해 산정한 결과 최악 및 대안의 사고시나리오의 경

우 각각 약 1분과 6분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계절별 사고사

나리오의 봄, 여름 및 가을이 대안의 사고시나리오보다 대

피를 위한 한계 시간이 짧게 산정되어 보다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4.4.2 최소 이격거리 산정

유해화학물질 누출 시 대응기관의 적절한 대처가 이루

어지기까지의 시간을 폭로시간으로 설정하여 최소 이격거

리를 산정하였다. 최소 이격거리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위해 대응기관의 현장 출동시간을 현실적으로 추정할 필

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즉시 신고규정을 고려한 45분을

현장 출동시간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폭로시간으로 선

정하였다. 45분 폭로 시 사망가능성이 거의 없는 한계 폭로농

도를 식 (3)을 활용해 산출한 결과 383 ppm으로 분석되었

으며, 이에 따른 최소 이격거리를 Fig. 5에 나타내었다. 사

고시나리오별 최소 이격거리는 최악 및 대안의 사고시나

리오의 경우 각각 188 m와 85 m로 예측되었고, 계절별 사

고시나리오는 각각 87 m, 127 m, 107 m 및 55 m로 분석되

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화학사고 발생 초기상황에서 인근

근로자 및 주민의 인명피해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하나의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 결론 및 제언

 

계절 특성을 고려한 독성 피해예측에 따른 위기대응 고

도화에 관한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유해화학물질 누출 시 독성물질의 확산방향을 결정하는

풍향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계절에 따라 연도별 관련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간

대별 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계절별 주풍향이 봄과 여름에

는 주거지역, 가을과 겨울에는 공원을 향하고 있어 화학물

질 취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연평균 기상조건을 활용한 대안의 사고시나리오의

ERPG-2 영향범위가 539 m인 반면, 기상 최빈값을 활용한

여름의 경우 836 m로 예측되었다. 따라서 여름의 피해영향

범위를 기준으로 위험도 분석 및 지역사회 고지범위를 확

대·강화하여 보다 합리적인 안전성 확보 방안 및 비상대응

이 계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3.계절별 사고시나리오 중 기상 최빈값을 활용한 여름의

경우 최초 관심지점인 풍하측 10 m에서 대안의 사고시나

리오보다 2.78배 높은 7,915 ppm으로 예측되었고, 겨울은

0.62배인 1,775 ppm으로 예측되어 계절별로 위험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현실적인 대응기관의 현장 출동시간을 45분으로 가정

하여 거리별 폭로시간에 따른 사망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봄, 여름 및 가을이 대안의 사고시나리오보다 높은 사망가

능성을 나타내어 인명피해의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분석

되었다.

5.폭로시점을 기준으로 사망가능성이 거의 없는 한계

대피시간을 분석한 결과 대안의 사고시나리오의 경우 약 6

분을 나타낸 반면, 계절별 사고시나리오 중 봄, 여름 및 가

을이 각각 약 4분, 2분 및 3분으로 분석되어 보다 신속한 대피

및 대응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최소 이격거리를 추정한 결과 대안의 사고시나리오의

경우 85 m로 분석되었으며, 계절별 사고시나리오는 여름

이 가장 먼 127 m, 겨울이 가장 가까운 55 m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 자체대응이 곤란한 경우

인근 근로자 및 주민은 우선적으로 한계 대피시간 안에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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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Minimum separation distance for each accident scenario



한국방재안전학회 논문집 제9권 제2호

32 황만욱·황용우·이익모·민달기

소 이격거리까지 신속하게 대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현재 우리나라는「화학물질관리법」제41조에 따라 사고

대비물질을 수량기준 이상으로 취급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S’기업은 염

산을 비롯해 황산, 과산화수소 등의 사고대비물질을 취급

하고 있으나, 수량기준 미만으로 취급하여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의무가 없음에 따라 지역사회 고지의무 또한 없다. 그러

나 영향범위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

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고시’의 [별표1]에 해당하는 ‘갑종

보호대상’이 위치해 있는 경우, 예외조항을 두어 지역사회

고지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때 지

역사회 고지범위는 가장 큰 영향범위를 나타내는 ‘여름’을

기준으로 계획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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