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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bottom of dikes must be kept impermeable to control hazardous chemicals spilled from storage tanks. Currently, 
insufficient related chemical control laws lead to a possibility to spread through the bottom. Generally, due to the high cost of installation 
and periodical maintenance, many businesses prefer to install the bottom with general concrete. But, since the impermeability of concrete 
is dependent on the kind of materials and chemical reaction, all concrete cannot be considered as impermeable material. Thus, it is 
necessary to make the installation standards of the dike bottom clear in order to avoid the argument over the impermeability and prevent 
the chemical accident. This study has suggested the standards of impermeable concrete by conducting 7-day exposure test to crude oil 
with the pilot dikes. The results have showed that the standards have the better impermeable performance compared with the germany 
standard, which have been penetrated at the maximum penetration depth of 1.9 cm.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both the risk 
reduction of penetrating into the bottom and the cost reduction of spending to make the bottom of dikes imperme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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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방류벽 바닥이 불침투성 재질이 아닌 경우 저장탱크

에서 유출된 물질이 바닥을 통해 토양, 하천, 지하수 

등 주변 환경으로 확산되어 2차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

할 수 있다1). 2차 피해는 영향범위를 측정하기 어렵고, 
피해복구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따라서, 정부

는 방류벽 바닥에 대한 불침투성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화학사고를 철저히 예방하도록 법령을 관리

할 필요가 있다. 화학물질을 관리하는 국내⋅외 법령

에서는 액체 유해화학물질 저장탱크 주변에 설치된 방

류벽에 대한 설치기준이 엄격하다. 저장탱크에서 유출

된 유해화학물질이 외부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방류벽이 설치되어야 한다2). 방류벽은 유출된 물질의 

액압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기계적 강도가 충분한 

철근 콘크리트 등의 재질로 설치되어야 하고, 기밀성

이 유지되어야 한다.
반면에, 관련 법령에서 방류벽 바닥재에 대한 불침

투성 기준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취급물질이 

방류벽 바닥으로 침투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는 개

괄적인 수준이거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

다. 취급시설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

도 방류벽 바닥 재질에 대한 관리가 허술한 편이다. 일
부 사업장은 방류벽 바닥을 불침투성으로 유지하기 위

해 콘크리트 표면에 내산페인트, 에폭시 등을 시공하

고 있다. 하지만, 도료 시공은 수명이 있어 주기적으로 

재시공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장에 상당한 재정적 부

담을 준다. 따라서, 많은 사업장이 도료 시공을 꺼리고, 
콘크리트로 방류벽 바닥을 설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3년도에 실시한 유독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

관리 실태조사 결과3)에서도 대부분 사업장이 도료 시

공 없이 일반 콘크리트로 시공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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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하지만, 콘크리트는 조건에 따라 수밀성능이 달

라지기 때문에 모든 콘크리트를 동일한 상태라고 간주

할 수 없다. 콘크리트는 재질⋅종류, 양생조건, 유지관

리, 취급물질과의 화학반응 등에 따라 침투성능이 다

르다4). 또한, 콘크리트에 반복적인 열 피로, 마모, 균열 

등이 발생하면 강도가 저하되어 콘크리트가 불침투성

을 유지하기가 어렵다5).
콘크리트를 포함한 방류벽 바닥재에 대한 명확한 기

준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 입장에서는 설치기준 준수와 

도료시공 등 대체 방법에 대한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방류벽 바닥에 대한 불침투성 기준을 만

들어 화학사고의 위험성을 줄이고, 산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연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업계 현장상황을 반영하여 원유에 대해 

불침투성이 우수한 콘크리트 방류벽 바닥의 기준을 제

시하여 법적 기준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2. 현행 방류벽 바닥 설치기준 현황

화학물질을 관리하는 국내⋅외 법령에서 화학물질 

저장탱크 주변에 설치된 방류벽의 설치기준은 Table 1
과 같다. 국내의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방류벽 

바닥은 불침투성이고, 해당 물질에 견디도록 설치되어

야 한다6).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방류벽 바닥은 

해당물질에 내식성을 갖도록 설치되어야 한다7). 그러

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은 방류벽 

바닥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렇듯, 
국내법은 해당 물질이 바닥으로 쉽게 침투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의무조건만 있을 뿐, 이에 대한 세부기준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의무화가 아닌 관계로 안전관리의 

Table 1. Comparison of bottom standards of dikes under 
domestic chemical act

Names of acts Installation regulation of the 
bottom of dikes

Korea

Chemicals control act Impermeable and resistant to 
handling hazardous chemicals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Keeping corrosion resistant to 
handling chemicals

Dangerous substances 
safety control act None

High pressure gas safety 
control act None

Japan High pressure gas safety 
control act None

U.S Clean air act Impermeable and resistant to 
handling hazardous chemicals

Germany VAwS Concrete allowed to penetrate less 
than 20 cm for 72 hours

사각지대가 있다. 국외의 경우, 일본의 고압가스안전관

리법에서는 기준이 없으며, 미국의 청정대기법에서는 

방류벽 바닥의 설치 기준이 국내의 화학물질관리법과 

동일하다8). 반면, 독일의 수질위해물질의 취급시설과 

전문업에 관한 시행령에서는 방류벽 바닥에 대한 불침

투성 기준이 구체적이다. 이 법에서는 방류벽 바닥은 

유출된 수질유해물질이 72시간 이내에 20 cm 이하로 

침투되는 콘크리트로 설치되어야 한다9). 다만, 이 기준

은 최대 침투허용 기준만 제시되어 있는 것으로 콘크

리트의 재질, 강도 등 불침투성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현장에서 활용되기에는 다소 미흡하다. 국외법도 의무

조건만 있어 국내법도 유사한 수준으로 산업계 현장에

서 방류벽 바닥재 설치기준으로 정립되는 것은 현실성

이 떨어진다.

3. 실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산업계의 이행수준을 고려하여 불침

투성 콘크리트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간이 콘크리트 

방류벽을 제작하고, 원유를 투입한 후 7일 동안 침투실

험을 실시하였다. 침투여부는 방류벽 하단의 육안검사

와 콘크리트 절단 후 침투깊이 검사를 통해 조사하였

다. 또한, 방수액, 도료가 원유의 침투성능에 미치는 영

향을 조사하기 위해 일반 콘크리트에 혼합하여 비교실

험을 병행하였다. 원유는 화재⋅폭발의 가능성이 높으

므로10)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규모로 간이

(pilot) 방류벽을 제작하였다.

3.1 콘크리트 재질 및 양생 조건

타 법령의 수밀 콘크리트에 대한 기준11), 한국산업표

준(KS), 산업계 설치 현황 등의 자료를 분석하여 최적

의 조건을 도출하였다. 산업계가 과도한 투자를 하지 

않으면서 최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종전의 설치조

건을 고려하여 콘크리트의 재질을 선정하였다. 불침투

성 조건으로 콘크리트의 강도를 최소 21 MPa, 골재 크

기를 최대 25 mm, 물-시멘트 비율은 50% 이하, 슬럼프

룰 120~150 mm로 선정하였다. 단기간 양생은 강도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산업표준(KS)12)을 바

탕으로 28일 이상으로 양생하는 조건을 선정하였다. 한
국산업표준에 제시된 공기량(4% 이하), 온도(25±2℃), 
습도(95% 이상) 양생기준은 사업장이 현장에서 준수하

기가 곤란하여 기술적인 기준에서 배제하였다. 이에 대

해 야외에서 양생하는 방법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판단

하고, 본 실험에서는 야외 양생을 모사하기 위해 28일 

간 실험실에서 양생하였다. 1월과 3월에 콘크리트를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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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 bubbles before 
hammering Hammering No air bubbles after 

hammering

Fig. 1. Comparison of surface before and after hammering.

생하였고, 온도와 습도는 2.3℃, 18%에서 23.3℃, 30%까

지 변동하였다. 기포에 의해 콘크리트의 강도가 저하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초기 양생 중 혼합

(mixing) 처리와 해머링(hammering)을 실시하여 공기 혼

입으로 인한 기포 발생을 막는 조치를 하였다. 콘크리

트 양생 초기에 기포가 발생한 것과 해머링 후 기포가 

제거된 것을 Fig. 1에 나타내었다. 

3.2 실험장치

본 연구에서는 다량 유출을 모사하기 위해 불침투성 

기준에 맞게 간이 콘크리트 방류벽을 제작하였다. 이를 

위해 나무로 제작된 거푸집에 콘크리트를 주입하여 콘

크리트를 양생시키고, 28일 후에 거푸집을 제거하였다. 
거푸집 설계도 및 양생이 완료된 방류벽 실험장치를 

Fig. 2에 나타내었다. 원유가 접촉하는 콘크리트 방류벽 

내부는 크기가 가로 30 cm, 세로 30 cm이고, 원유의 하

중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높이를 30 cm로 제작하였

다. 방류벽 바닥의 두께는 사업장 현장조사를 통해 수

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15 cm로 선정하였다. 또한, 콘크

리트의 강도를 보강하고, 액밀성을 강화하기 위해 콘크

리트를 주입 중 방류벽 바닥 하단면 중간(하단에서 15 
mm 윗부분)에 지름 1 mm, 가로 28 cm, 세로 28 cm로 

제작된 와이어 메시(wire-mesh)를 삽입하였다. 아울러, 
원유가 두께가 제일 작은 방류벽 옆면으로 침투되는 문

제점을 사전에 막기 위해 옆면에 시판되고 있는 에폭

시, 우레탄을 3 mm로 시공하였다.

Schematic diagram of wood mould Concrete dike

Fig. 2. Schematic diagram of a wood mould and a concrete 
dike.

3.3 실험조건

본 연구에서는 콘크리트의 재질에 따라 원유의 침투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일반 콘크리트와 

방수 콘크리트를 각각 제작하였다. 일반적으로 방수 

콘크리트 제작 방법은 일반 콘크리트 상단에 방수액을 

도포하거나, 일반 콘크리트와 방수액을 혼합하는 방법

이 있다. 본 실험에서는 방수액을 혼합하여 방수 콘크

리트로 제작하는 방법을 선택하였고, 방수액은 시판되

는 제품을 사용하였다. 콘크리트 0.2 m3에 방수액 0.6 
ℓ를 혼합하여 방수 콘크리트를 만들었다. 또한, 도료

의 재질에 따라 콘크리트의 침투성능이 미치는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시판되는 보급형 에폭시, 우레탄을 선

정하였고, 일반 콘크리트 및 방수 콘크리트 방류벽 바

닥과 옆면에 각각 3 mm 높이로 시공하였다. 일반 콘크

리트로 제작된 방류벽 3개, 방수 콘크리트로 제작된 방

류벽 3개의 구성도를 각 Fig. 3과 Fig. 4에서 요약해서 

나타내었다. 6개의 방류벽이 1세트이고, 반복실험을 위

해 2세트를 제작하였다. 실험장치 1은 일반 콘크리트

로 제작된 방류벽, 실험장치 2는 일반 콘크리트에 에폭

시가 시공된 방류벽, 실험장치 3은 일반 콘크리트에 우

레탄이 시공된 방류벽이다. 아울러, 실험장치 4는 방수 

콘크리트로 제작된 방류벽, 실험장치 5는 방수 콘크리

트에 에폭시가 시공된 방류벽, 실험장치 6은 방수 콘크

리트에 우레탄이 시공된 방류벽이다. 

3.4 노출조건

국내 정유사는 취급하는 저장탱크 용량이 커서 방류

벽 면적이 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13). 이로 인

Fig. 3. Schematic diagram of general concrete dikes.

Fig. 4. Schematic diagram of waterproof concrete di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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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정유사에 대한 규제영향 분석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도의 파급성을 

고려하여 원유를 실험물질로 선정하여 침투실험을 실

시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된 원유(비중 0.874 g/cm3)는 

국내 정유사에서 공급을 받았고, 별도의 정류가 이뤄

지지 않은 원료이다. 원유를 콘크리트 방류벽에 높이 

25 cm까지 총 22,500 cm3를 채우고, 7일 동안 침투실험

을 실시하였다. 통상적으로 저장탱크에 유출된 물질을 

폐수처리장 등 외부로 처리하는데 3일 이내가 소요된

다. 하지만, 대량 유출의 경우 7일까지 소요된 과거 화

학사고 사례(‘14.4 울산 원유 유출사고)를 바탕으로 침

투시간으로 7일로 선정하여 최악의 사고를 대비하여 

노출시간을 선정하였다. 원유 침투실험은 3월 12일부

터 3월 19일까지 실험실에서 실시하였으며, 온도와 습

도는 7.7℃, 42%에서 20.8℃, 19%까지 변화를 보였다.

4. 실험 결과

4.1 일반 콘크리트의 원유 침투실험

원유가 투입된 초기에 육안으로 검사했을 때 원유와 

콘크리트 간에 화학반응은 관찰되지 않았다. 또한, 실
험이 진행되는 7일 동안 물리적인 변화는 없었고, 원유 

표면에 흄(fume)도 발생하지 않았다. Fig. 5는 도료가 

없이 일반 콘크리트로 시공된 방류벽, Fig. 6은 일반 콘

크리트 상단에 에폭시가 시공된 방류벽, Fig. 7은 일반 

콘크리트 상단에 우레탄이 시공된 방류벽의 침투실험 

결과를 보여준다. 각 그림에서 첫 번째는 원유를 주입

한 초기의 상태이고, 두 번째는 7일 간의 침투실험을 

끝낸 다음 원유를 회수처리한 직후의 상태이며, 마지

막은 방류벽 바닥의 콘크리트를 절단하여 원유가 가장 

깊이 침투한 부위의 투과깊이를 측정하는 모습이다. 7
일 동안 노출된 방류벽 내부의 콘크리트 상단에서는 

부식, 균열 등 별다른 외부 손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원유가 부식성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원유와 콘크리트 

간에 특별한 상호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 표면에 물리

적인 변화는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Top view (0 day) Top view (+7 days) Penetration experiment

Fig. 5. Appearances of general concrete without paint.

Top view (0 day) Top view (+7 days) Penetration experiment

Fig. 6. Appearances of general concrete with epoxy.

Top view (0 day) Top view (+7 days) Penetration experiment

Fig. 7. Appearances of general concrete with urethane.

방류벽 하단의 침투성을 확인하기 위한 육안검사에

서는 모든 방류벽에서 원유가 하단면에 흘러나온 흔적

이 없었다. 바닥면의 수직 침투수준을 보다 정확하게 

조사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절단기로 방류벽 단면을 절

개하고 원유의 침투깊이를 측정하였다. 침투깊이 측정

검사에 대한 상세 결과를 Table 2에 정리하였다. 도료

가 시공되지 않은 방류벽에서 평균 1.2 cm(최소 0.8 
cm, 최대 1.2 cm)의 침투흔적이 관찰되었고, 콘크리트 

상단에 에폭시가 시공된 방류벽에서 평균 0.7 cm(최소 

0.4 cm, 최대 0.9 cm)의 침투흔적이 확인되었다. 콘크

리트 상단에 우레탄이 시공된 방류벽에서는 평균 1.5 
cm(최소 1.0 cm, 최대 2.0 cm)가 침투된 것으로 측정되

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제작된 

방류벽은 독일 기준에 비해 침투깊이가 1/10 수준으로 

모두 원유에 대해 우수한 불침투성능을 갖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침투깊이가 작아 방류벽을 절단

하여 원유의 최대침투깊이를 육안으로 측정하는데 한

계가 있어 실험 결과값의 편차가 상대적으로 컸다.

Table 2. Results of the penetration depth of dikes with general 
concrete

Coating material None Epoxy Urethane

Bottom leak mark None None None

Penetration
depth

(Unit: cm)

Average 1.2 0.7 1.5

1st 1.5 0.4 1.0

2st 0.8 0.9 2.0

Difference in 
percentage 47% 12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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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방수 콘크리트의 원유 침투실험

방수 콘크리트에서도 육안으로 검사했을 때 원유를 

투입한 초기에 별다른 화학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실험이 진행되는 7일 동안 외형적인 변화도 없었

으며, 흄도 발생하지 않았다. Fig. 8은 도료가 없이 방

수 콘크리트로 시공된 방류벽, Fig. 9는 방수 콘크리트 

상단에 에폭시가 시공된 방류벽, Fig. 10은 일반 콘크

리트 상단에 우레탄이 시공된 방류벽의 결과를 보여준

다. 그림 순서에 따른 설명은 일반 콘크리트와 같다. 7
일 후 콘크리트 상단에서 부식, 균열 등 물리적 손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실험결과를 분석해 볼 때, 방수액이 

원유, 도료의 상호 화학반응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

다고 볼 수 있다.
방류벽 하단의 육안검사에서는 모든 방류벽에서 원

유가 하단까지 흘러나온 흔적이 없었다. 콘크리트를 

절단하여 원유가 가장 깊이 침투된 부분의 침투깊이를 

측정하였고, 그 결과를 Table 3에 정리하였다. 도료가 

시공되지 않은 방수 콘크리트의 방류벽에서 평균 1.5 
cm(최소 1.0 cm, 최대 1.9 cm)의 침투흔적이 관찰되었

Top view (0 day) Top view (+7 days) Penetration experiment

Fig. 8. Appearances of waterproof concrete without paint.

Top view (0 day) Top view (+7 days) Penetration experiment

Fig. 9. Appearances of waterproof concrete with epoxy.

Top view (0 day) Top view (+7 days) Penetration experiment

Fig. 10. Appearances of waterproof concrete with urethane.

Table 3. Results of the penetration depth of dikes with 
waterproof concrete

Coating material None Epoxy Urethane

Bottom leak mark None None None

Penetration
depth

(Unit: cm)

Ave. 1.5 0.9 0.9

1st 1.0 0.7 1.0

2st 1.9 1.0 0.7

Difference in 
percentage 90% 43% 30%

고, 방수 콘크리트 상단에 에폭시가 시공된 방류벽에

서 평균 0.9 cm(최소 0.7 cm, 1.0 cm)의 침투흔적이 확

인되었다. 콘크리트 상단에 우레탄이 시공된 방류벽에

서는 평균 0.9 cm(최소 1.0 cm, 최대 0.7 cm)의 침투된 
것으로 측정되었다. 실험결과를 근거로 방수 콘크리트

로 제작된 모든 방류벽이 원유에 대해 우수한 불침투

성능을 갖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4.3 불침투성 콘크리트의 세부기준 도출

실험조건에서 원유는 0.7 cm에서 2.0 cm까지 침투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실험결과의 침투깊이를 독일 법령

의 설치기준과 비교했을 때, 노출시간이 72시간에서 

168시간으로 늘어났음에도 침투 20 cm에서 2.0 cm 감
소하는 것으로 불침투성이 우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비록 침투깊이는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나, 이를 방류벽 

바닥에 대한 두께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

인 요인도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결과가 

가지는 침투깊이 편차율(30~110%)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최대투과깊이(2.0 cm)에 대해 충분한 안전율

(5.0)을 반영하여 방류벽 바닥두께를 최소 10 cm로 제

시하였다. 이 기준은 사업장이 콘크리트에 철근 시공을 

위해 필요한 두께를 고려할 때, 산업계가 이행이 수월

한 수준으로 예상된다. 원유에 대한 불침투성을 유지하

는 방류벽 바닥에 설치기준을 Table 4에 나타내었다.

Table 4. Standards of impermeable concrete for the bottom of 
dikes

Type New methods
(Supposed on this study) Existing method

Concrete

- Strength : 21 MPa or over
- Thickness : 10 cm or over
- Water-cement mixture rate : 50% 

or less
- Aggregate size : 2.5 mm or less
- Period of concrete curing : 

28 days or over

All kinds of concrete

Paint Not necessary
Chemically resistant 

treatment(Acid resisting 
paint, epoxy,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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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고찰

저장탱크에서 유출된 물질이 방류벽 바닥을 통해 주

변 환경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간 방류벽 바닥재에 대한 설치기준이 명확

하지 않아 콘크리트의 불침투성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고, 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높았다. 본 연구에서는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 그동안 시도하기 어려운 원유 

유출실험을 직접 실시하여 신뢰성 있는 불침투성 콘크

리트 기준을 제시한데 의의가 있다. 7일 간 원유의 방

류벽 노출 실험결과, 방수재가 혼합되지 않은 일반 콘

크리트 방류벽의 경우 도료 시공 여부에 따라 0.4 ~ 
2.0 cm가 침투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방수재가 

혼합된 방수 콘크리트 방류벽의 경우 도료 시공 여부

에 따라 0.7~1.9 cm가 침투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72시간 노출실험에 20 cm 이하로 침

투되어야 하는 독일의 세부기준과 비교 시 노출시간이 

2.3배 증가하지만, 최소 10배 이상 침투깊이가 감소하

였다. 이에, 콘크리트 바닥재가 본 기준에서 제시한 불

침투성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도료 또는 방수재 시공

에 상관없이 7일 동안 원유에 대해 불침투성이 우수한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기준이 

정립된다면 방류벽 바닥재의 불침투성에 대한 많은 논

란을 잠재우고, 피해를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된 기준은 일반적으로 사용

하고 있는 조건을 고려하여 제시한 것으로 산업계가 

과도한 추가 투자의 부담이 없이 관리될 수 있을 것이

며, 야외양생, 재질강도 등을 산업계가 손쉽게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콘크리트는 설치 측면에서는 대

폭 개선된 반면,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콘크리트는 외부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경

우 풍화되어 내구성이 약화될 수 있다14). 이에, 본 기준

이 산업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다음

을 준수하여야 한다. 첫째, 사업장은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콘크리트 표면에 마모, 균열을 확인하고, 손상이 

발생한 콘크리트를 신속하게 보수하여야 한다. 둘째, 
방류벽에 유출된 유해화학물질을 7일 이내에 폐수처리

장 또는 외부 시설로 회수처리 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셋째, 유해화학물질의 유출사고로 인해 심하게 손상된 

콘크리트를 신속하게 복구해야 한다. 이러한 유지관리 

조치는 도료가 시공된 방류벽을 유지관리 하는데 필요

한 업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월한 수준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가 현장에서 활용도를 더욱 높이기 위

해 보완할 사항이 있다. 원유는 질산, 염산, 황산 등과 

같이 부식성이 강한 물질에 비해 콘크리트와 반응성으

로 인한 위험성이 낮은 물질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콘크리트 방류벽 불침투성이 부식성 물질에 불

침투성을 충분히 유지하는지를 검증하는 추가적인 연

구를 통해 모든 유해화학물질에 적용될 수 있는 근거

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열피로, 풍화 등에 의해 

콘크리트의 강도변화가 불침투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

인하는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References

1) B. T. Yoo, “A Study on Improved Emergency Management 
System - Focused on Response to Diffusion of Oil Spilled in 
Marine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Safety, Vol.30, No. 
2, pp. 83-89, 2015.

2) C. H. Shin and C. S. Lee, “Review on the Inspection System 
of Facilities Handling Hazardous Chemicals Under the 
Chemicals Control Act”, Korean Review of Crisis & 
Emergency Management, Vol.11, No. 6, 2015.

3) Ministry of Environment, “Places Handling Toxic 
Workplace 3,846 the Govement Jointly Announced a Total 
Inspection Results”, 2013.

4) T. Y. Hyun, “Permeability of Cracked Concrete as a 
Function of Hydraulic Pressure and Crack Width”, Hyundai 
Institute of Construction Technology, 2008.

5) S. G. Oh, “A View on Water-Leakage and Countermeasure 
of Concrete Structure”, Journal of the Korea Concrete 
Institute, Vol.14, pp. 14-19, 2002.

6) Ministry of Environment, “Chemical Control Act”, 2015.
7) Ministry of Empolyment and Lab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2015.
8)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Clean Air Act”, United 

Stated, 2015.
9) Federal Ministry for the Environment, Nature Conservation, 

Buiding and Nuclear Safety, “Verwaltungsvorschriften zum 
Vollzug der Verordnung über Anlagen zum Umgang Mit 
Wassergefährdenden Stoffen und über Fachbetriebe”, 
Germany, 2015.

10) H. Kim, “Experimental Study of Radiation Heat Flux for the 
Pool and Spill Fire in Petroleum Storage Tank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Safety, Vol.19, No. 1, pp. 88-93, 2004.

11) KGS FP 331, “Code for Facilities, Technology and 
Inspection Safety Diagnosis and Safety Assessment for 
Filling LP Gas Cylinders”, Korea Gas Safety Corporation, 
2014.

12) KS F 2597, “Standard Test Method for Water Penetration 



신창현⋅박재학⋅윤준헌

Journal of the KOSOS, Vol. 31, No. 1, 201660

Depth into Concrete under Pressure”, KATS(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2011.

13) Ministry of Environment, “Environmental White Paper”, 
2014.

14) S. B. Kim, “A Study on Improving Management of 
Substances Requiring Preparation for Accidents Facilities”, 
2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