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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화학공장 등 위험물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 화재, 

폭발 및 독성물질 누출 등의 중대산업사고와 같은 화

학사고 발생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1996년 중대산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PSM(Process Safety Management)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매년 수십건의 크고 작은 화

학사고가 발생하였다. 대표적인 사고가 1989년 23명이 

사망한 ABS 압출기 폭발사고1), 1994년 3명이 사망하

고 41명이 중독된 TDI 공장 독성가스 누출사고2) 등이

다. 참고로 고압가스에 의한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

하여 SMS(Safety Management System)는 ‘96년부터 시

행되었으며 유해화학물질에 의한 화학사고를 예방하

기 위한 RMP(Risk Management Plan)는 ’15년부터 시행

되고 있다.

PSM이 도입된 후 중대산업사고의 발생이 획기적으

로 감소하였지만 아직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Table 1은 ‘96년부터 ’16년까지 발생한 중대산업사고 

발생추이3,4)이다. 금년도에도 포스겐, 불산, 황산 등의 

누출에 의한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하여 다수의 근로자

가 사망하고 인근 지역에까지 피해를 주었다.

‘96년 20건이 발생하던 중대산업사고는 ’16년 11건

으로 약 45% 감소하였다. 중대산업사고에 의한 사망자

도 15명에서 6명으로 60% 감소하였다. 하지만, 우리나

라의 경제수준이 오르고 화학물질 유통량이 증가한 것

을 고려하면 중대산업사고 감소 비율은 훨씬 높다. Fig. 

15)은 4년 주기(14년부터 2년 주기)로 환경부에서 조사

하는 국내 화학물질 유통량 대비 중대산업사고 발생건

수 추이이다. ‘96년에는 조사하지 않아 추정치이다. 화

학물질 유통량은 ‘14년 '96년 대비 308% 증가했지만 

중대산업사고는 45% 감소하였다. 

또한, 석유화학 규모를 나타내는 에틸렌 생산량이 

‘96년 400만톤에서 ’15년 864만톤으로 약 216% 증가한 

Table 1. Occurrence trend of MA(Major Accident) 

년도 ‘96 ‘00 ‘05 ‘10 ‘11 ‘12 ‘13 ‘14 ‘15 '16

MA(case) 20 10 5 5 3 5 5 11 11 11

fatalities(person) 15 9 3 6 9 15 7 3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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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Occurrence trend of MA vs current amount of chemical 
substances. 

Fig. 2. Occurrence trend of MA vs amount of ethylene products. 

것을 고려하면 중대산업사고는 4배 이상 감소한 것이 

된다. Fig. 26)는 한국석유화학협회에서 발표하는 연도별 

에틸렌 생산량 대비 중대산업사고 발생건수 추이이다.

하지만, 대형 화학사고도 간헐적으로 발생하여 사회

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2000년 6명이 사망하고, 

19명이 부상당한 MEK-PO 폭발사고2), 2000년 5명이 

사망하고 48명이 부상당한 방부제 공장 반응기 폭발사

고2) 등이 대표적인 사고들이다. 이런 과거의 사고들은 

정비보수 작업중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운전 중에 

설비 또는 공정상의 문제로 발생하는 경우도 많았다. 

MEK-PO 폭발사고의 경우도 잔존황산과 MEK-PO의 

분해폭발에 의해 발생하였으며, 방부제 공장 폭발사고

의 경우에도 반응기 내부 온도 상승으로 DEG(Di 

Ethylene Glycol) 등의 폭발이 발생하였다.

반면, 최근들어 발생한 화학사고는 정비보수, 입․출

하 등 근로자의 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다. 대표적인 사고가 2012년 5명이 사망한 불화수소 

누출사고7), 2013년 6명이 사망한 고밀도폴리에틸렌

(HDPE) 사이로 폭발사고8), 2015년 6명이 사망한 폐수

집수조 폭발사고9) 등이 있다. 불화수소 누출사고의 경

우 입하 과정에서 밸브의 오조작에 의해 발생하였으며, 

Fig. 3. Picture after explosion of waste water pond. 

HDPE 사이로 폭발사고의 경우 사이로에 맨홀을 설치

하는 과정에서 가연성 분진인 HDPE를 완전히 제거하

지 않은 상태로 화기작업을 실시하다가 발생하였다. 

또한, 폐수집수조 폭발사고의 경우도 VAM(Vinyl 

Acetate Monomer) 증기에 의해 폭발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는 폐수집수조 상부에서 연삭기를 이용한 절단 작업 중 

발생한 불꽃이 점화원이 되어 발생한 사고이다. Fig. 3은 

폐수집수조 폭발사고 현장이다.

본 연구에서는 2010년 이후 발생한 화학사고에 대해 

발생형태별, 설비별, 인적․물적원인별, 작업상황별, 

위험물별 및 요일별․시간별 사고발생 현황과 화재․

폭발사고의 점화원 및 원․하청업체별 인명피해 현황

을 분석한 후 분석결과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제시

하고자 한다. 분석대상은 2010년 이후 2016년까지 발

생한 중대산업사고 51건과 기타 화학사고 49건이다
10). 하지만, 본 논문에서 분석한 화학사고가 실제 발

생한 모든 화학사고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기타화

학사고는 PSM 대상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사고

가 아닌 화학사고와 PSM 비대상 사업장의 화학사고

가 일부 포함된다.

2. 화학사고 원인분석

2.1 발생형태별 사고발생 분석 현황

발생형태별로는 폭발 및 화재에 의한 화학사고가 각

각 36건(36%) 및 32건(32%)으로 가장 많다. 하지만, 기

타 화학사고를 제외한 중대산업사고는 폭발 사고가 23

건으로 전체 51건의 45%를 점유한다. 이는 화재나 누

출에 의한 사고보다는 폭발에 의한 사고가 근로자에게 

피해를 입힐 가능이 커서 중대산업사고로 이어지기 때

문이다. 아울러, 화재나 누출사고는 인명피해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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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rest : Chemical accidents except for MA

Fig. 4. Analysis of occurrence by accident forms.

적어 중대산업사고 보다는 기타화학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참고로 중대산업사고와 기타화학사고는 

인면피해 발생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즉, 

화학사고가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중대산업

사고로 분류하며 그렇지 않으면 기타화학사고로 분류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렇지만, 인명피해가 없더라

도 사회적 파장이 큰 화학사고는 중대산업사고로 분류

하는 경우도 있다. Fig. 4는 발생형태별 화학사고 발생 

분석현황이다.

2.2 화재･폭발사고 점화원 분석 현황

화재나 폭발에 의한 화학사고의 점화원을 분석한 결

과 정전기에 의한 점화가 68건 중 26건(38%)으로 가장 

많고, 전기스파크나 마찰과 충격이 각각 13건, 11건으

로 다음으로 많다. 특히, 중대산업사고의 경우 정전기

에 의한 화재 및 폭발이 전체 사고 38건 중 47%(18건)

를 차지한다. 이는 인화성액체나 인화성가스의 최소점

화에너지는 대부분 1 mJ 미만으로 대단히 낮아 폭발

분위기만 형성되면 화기, 전기스파크 등의 점화원이 

아니더라도 이송과정에서 발생한 가연물의 정전기, 근

로자의 몸에서 발생한 정전기에 의해 점화될 수 있기 

Fig. 5. Analysis of ignition sources for fire & explosion.

때문이다. 그러므로 위험물의 취급설비, 위험물 자체, 

설비 및 위험물을 직접 조작하거나 취급하는 근로자

에서 발생하는 정전기의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도전성 재질의 사용, 유속 제한, 접지 

및 본딩, 이송배관의 침액구조, 인체의 정전기를 제거

하기 위한 제전화, 제전복, 제전장갑 등의 사용이 필수

적입니다. Fig. 5는 화재 및 폭발사고 점화원 분석 현

황이다.

2.3 설비별 사고발생 분석 현황

중대산업사고는 저장탱크의 청소작업 중 및 회분식

반응기의 운전과정에서 많이 발생하고, 기타화학사고

는 운전중인 배관의 플랜지 누출사고가 가장 많았다. 

저장탱크의 청소작업시 발생하는 사고의 대부분은 내

부의 위험물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가스나 순수 액체상태 위험물의 경우 질소를 통

한 퍼지로 내부의 위험이 충분히 제거되지만, 슬러지 

상태의 위험물은 질소는 물론 스팀을 이용한 퍼지를 

실시하여도 완전히 제거되되 않기 때문이다. 회분식 

반응기 사고는 주로 내부가 용매 등에 의해 폭발분위

기가 형성된 상태에서 맨홀을 통해 원료를 주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반응폭주가 발생하

였으나 안전밸브는 설치되어 있지만 파열판이 설치되

지 않거나 파열판은 파열되었으나 방출되는 위험물이 

안전하게 처리되지 않아 발생한 사고도 있었다. 또한, 

배관 플랜지에서 누출사고는 다행히 운전 중에 주변

에 근로자가 없어 중대산업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경

우가 많다. 사고원인은 플랜지 사이에 설치된 가스켓

의 손상이 많으며, 고온․고압에서 운전되는 경우 운

전개시 또는 운전정지 과정에서 과도한 압력 또는 온

도 변화로 플랜지에 체결된 볼트가 이완되어 발생하

는 경우9)도 있었다. Fig. 6은 설비별 화학사고 발생 분

석현황이다.

Fig. 6. Analysis of chemical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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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인적 또는 물적 원인별 사고발생 분석 현황

중대산업사고는 인적원인 특히, 안전작업허가 및 절

차 미준수와 안전운전절차 미준수에 의해서 대다수 발

생하고 있다. 하지만, 기타화학사고는 인적원인에 의한 

사고와 물적원인에 의한 사고가 비슷하다. 이는 물적

원인에 의한 화학사고는 사고 당시 주변에 근로자가 

없어 중대산업사고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차사고를 포함한 이런 물적원인에 의한 화학사고가 

비록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언제든지 대형 중

대산업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아닌 된다. 

한편,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정비보수 작업 중 협력업

체 근로자가 안전작업허가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안전작업절차가 작성되지 않거나 미흡하여 발생한 경

우가 많으며, 중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안전운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정상운전 중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또

한, 사고는 인적 및 물적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하지만 이번 논문에서는 

보다 사고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무엇인지 판단

하여 인적 또는 물적원인으로 구분하였다. Table 2는 

인적 및 물적․원인별 화학사고 발생 분석현황이다.

Table 2. Analysis of chemical accidents by human vs equipment/ 
material cause

구분 Total MA The rest

합계 100 51 49

Human cause 60 37 23

Work permission 28 15 13

Operation procedure 23 17 6

Mal-operation 5 2 3

Education & training 3 2 1

Skill & experience 1 1 0

Physical cause 40 14 26

Maintenance 23 6 17

Design 12 7 5

Instrumentation 2 1 1

Inspection 1 0 1

Material 1 0 1

2.5 작업상황별 사고발생 분석 현황

화학사고를 작업상황별로 구분하면 정상운전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다음으로 정비보수작업 중에 발

생하고 있으며 시운전 중, 입출하 및 Shutdown 과정에

서도 일부 발생하였다. Fig. 7은 작업상황별 사고발생 

분석 현황이다.

중대산업사고의 경우를 규모별로 재분류하면 중소

규모 사업장에서 회분식 반응기 등의 정상가동 중에 

Fig. 7. Analysis of chemical accidents by working situation.

Fig. 8. Analysis of major accidents by employee scale.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대규모 사업장에서는 정비보수

작업 중에 대부분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중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정상운전이 자동화되어 있지 않아 위험

물을 직접 취급하는 경우가 많지만 안전교육 등의 미

흡으로 근로자의 안전의식 수준이 낮아 운전 및 작업

절차를 준수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대규모 사업장

은 전공장이 자동화되어 있어 위험물을 직접 다루지 

않지만 정비보수 작업중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부족

한 협력업체 직원이 위험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직접 

수행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중소규모 사업장은 회

분식 반응기에 원료 투입시 내부의 유증기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로 맨홀을 개방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규모 

사업장은 맨홀을 개방하지 않고 컨베이어, 자동밸브 

등을 통해 투입하고 있다. Fig. 8은 작업상황 및 사업장 

규모별 중대산업사고 발생 분석 현황이다.

2.6 위험물질별 사고원인 분석 현황

위험물질별로 사고원인을 분석하면 인화성액체에 

의한 사고가 가장 많다. 이는 모든 사업장에서 가장 많

이 취급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인화성액체의 경우 누

출되더라도 쉽게 확산되지 않아 폭발분위기를 형성하

기 쉽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급성독성물질, 인화성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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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Analysis of chemical accidents by hazardous substances.

부식성물질의 순이다. 하지만, 금년도에 발생한 화학사

고 19건 중 4건은 불산, 황산 등 부식성물질에 의한 사

고이므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Fig. 9는 위험물

질별 화학사고 원인분석현황이다.

2.7 원청․하청업체별 인명피해 분석 현황

사망자는 원청업체(37명)와 하청업체(33명)에서 비

슷하게 발생하였다. 일반적으로 사망자의 대부분은 하

청업체 근로자라고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결과이다. 

이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대규모 사업장에서는 정비

보수과정에서 하청업체 근로자의 인명피해가 크지만 

중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정상운전 중에 원청업체 

근로자의 인명피해가 크다. 이는 중소규모 사업장은 

협력업체에 도급을 주지 않고 직접 운전을 하기 때문

이기도 하다. 아울러, 300인 이상 1,000인 미만 사업장

에서 원청업체 사망자가 많은 이유는 시운전과정에서 

1,4-Dioxane 폭발로 원청업체 근로자 6명이 사망한 사

고가 있었기 때문이다. Fig. 10은 원청․하청업체 및 

규모별 사망자 발생 분석 현황이다.

Fig. 10. Analysis of fatalities of prime contractor's or subcontractor's 
workers by employee scale.

2.8 요일별 및 시간별 사고발생 분석 현황

마지막으로 요일별로 전체 화학사고를 분석한 결과 

일주일이 시작하는 월요일과 끝나는 금요일에 가장 많

이 발생하였다. 이는, 주말을 쉬고 월요일에 작업을 시

작하는 과정에서 안전의식의 낮은 상태에서 자주 발생

하고, 금요일 작업을 급하게 마무리하려는 과정에서 

많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휴일 후 작업을 시

작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이 필요하며, 휴

일전에는 일을 차분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과한 업무

량을 주지 않는 사업주 또는 관리감독자의 배려가 필

요하다. 시간대별로 오전 10시에서 12시와 오후 2시에

서 4시 즉, 가장 일이 많이 할 시간에 발생하였다. 마

찬가지로 작업이 하루의 일정 시간에 집중되지 않고 

골고루 분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Table 3은 요일별․시

간별 화학사고 발생분석 현황이다.

Table 3. Analysis of chemical accidents by week and time
(Unit : case)

Time Total Sun Mon Tue Wed Thu Fri Sat

Total 100 6 16 14 16 18 22 8

0 ∼ 2 3 0 1 0 1 0 1 0

2 ∼ 4 2 0 0 1 0 1 0 0

4 ∼ 6 3 1 0 0 1 0 1 0

6 ∼ 8 3 1 1 0 0 0 0 1

8 ∼ 10 12 2 2 2 0 2 4 0

10 ∼ 12 26 1 1 3 7 7 4 3

12 ∼ 14 7 0 2 0 1 0 3 1

14 ∼ 16 18 0 3 5 3 2 2 3

16 ∼ 18 8 0 2 1 1 2 2 0

18 ∼ 20 10 1 2 0 1 3 3 0

20 ∼ 22 6 0 2 2 0 1 1 0

22 ∼ 24 2 0 0 0 1 0 1 0

3. 화학사고 예방대책

화학사고는 발생형태별로는 폭발 및 화재에 의한 사

고가 가장 많으므로 위험물 중 폭발성물질, 인화성액

체, 인화성가스 등의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연소를 위해서는 가연물, 점화원, 공기 등 3요소가 필

수적이지만 인화성액체 등 가연물의 누출이 발생하면 

화재나 폭발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가연물

의 누출되지 않도록 밸브, 플랜지, 맨홀 등 누출가능 

요소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인화성액체나 인화성가스 등 가연물이 누출될 

경우 점화원은 정전기가 가장 많으므로 반응기, 원료 

투입 및 제품 이송설비는 도전성 설비를 사용한 후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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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실시하고, 반응기와 원료 투입 및 제품 이송설비 

간에 등전위 본딩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액상의 원

료 투입배관 및 제품 이송배관은 침액구조로 설치하고 

인체의 정전기를 제거하기 위해 제전복, 제전화, 제전

장갑, 도전성 바닥 등을 사용하는 정전기의 관리가 무

엇보다 중요하다. 

세 번째로 화학사고는 탱크, 배관 및 (회분식)반응기

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다른 설비보다도 점검주

기를 단축하고 운전․취급 중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저장탱크 청소작업 시 내부의 위험물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에서 질소 등을 이용한 퍼지를 철저히 한 후 저장

탱크에 연결된 배관의 밸브는 차단하고 맹판을 설치하

여 위험물의 출입을 차단하여야 한다. 아울러, 저장탱

크 내부에 슬러지 등이 있어 청소작업 중 지속적으로 

위험물의 증기가 발생한 경우에는 스팀을 이용한 퍼지

로 슬러지 등의 내부 위험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작업 

중에도 수시로 가스농도를 측정하여 위험한 상황에서

는 즉시 작업을 중지고 대피하여야 한다. 또한, 배관 

플랜지에 설치된 가스킷은 주기적으로 교체하여 가스

킷에 의한 누출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특히 고압 또

는 고온에서 운전되는 경우에는 운전 중인 상태에서 

볼트를 재체결하는 핫볼팅(Hot bolting)11)을 실시하여 

과도한 압력 및 온도의 변화에도 볼트가 이완되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회분식 반응기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반응기 내부의 폭발분위기에서 원료를 맨홀을 통

해 투입하지 않도록 퍼지 설비와 원료를 공급할 수 있

는 중간호퍼의 설치가 필수적이다. 또한 반응폭주 가

능성이 있는 반응기의 경우 충분한 크기의 파열판을 

설치하고 방출되는 위험물을 흡수 또는 회수 등으로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

하다. 특히, 톨루엔 등은 비수용성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 흡수탑에서 처리가 불가능하므로 냉각드럼의 설

치가 바람직하다.12)

또한 인적 및 물적 원인별로는 인명피해를 동반하는 

중대산업사고는 근로자의 실수에 의한 사고가 많고, 

기타화학사고는 물적원인에 의한 사고가 많다. 이것은 

근로자가 직접 화기작업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안전

작업 허가 및 절차의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의미

한다. 그러므로 위험한 작업시에는 작업시작을 위한 

위험요소 제거의 확인과 작업절차의 준수를 철저히 감

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비록 근로자가 주변에 없

어 인명피해로 연결되지 않은 기타화학사고를 예방하

기 위해서는 철저한 설비유지관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화학사고는 위험물 중 인화성액체에 의한 사

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발생형

태별로 화재 및 폭발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원인

과 일맥상통하므로 가연물이 누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

이 가장 중요하다.

일곱 번째로 사업장 규모 및 작업 상황별로 분석한 

결과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정비보수 작업 중 안전작

업허가 및 절차 미준수에 의한 협력업체 근로자의 사

고가 대부분이다. 정비보수작업 시 협력업체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협력업체 근로자의 안전지

식 및 안전의식 수준을 원청업체 근로자와 동등한 수

준으로 상향시키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그런 다음

에 협력업체의 화기, 밀폐공간 작업 등 위험한 작업 시 

원청업체 근로자의 관리감독하에 안전작업허가 및 절

차가 철저히 준수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비․

보수작업 전 협력업체 뿐만 아니라 원청업체 근로자에

게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 반면, 중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회분식반응기 등의 운전과정에서 안전운전 및 작

업절차 미준수에 의해 다수 발생하였다. 중소규모 사

업장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중소규모 사업장의 

경우도 대기업 수준의 안전지식 및 안전의식이 필요하

며 안전운전 및 작업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작업요일 및 시간대별로 분석한 결과 금

요일 및 10시부터 12시와 14시부터 16시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금요일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주말 전에 작업을 빨리 마무리하고 싶어 급하게 서두

르기 때문 일 것이다. 가급적 금요일에는 위험한 작업

은 자제하고 일주일을 차분히 마무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한, 10시부터 12시와 14시부터 16시에 무리

해서 많은 작업을 하지 말고 8시간을 적절하게 안배해

서 작업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에서 발

생한 화학사고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발생형태별로는 

화재 및 폭발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화재 및 폭

발의 점화원은 정전기가 가장 많았다. 설비별로는 중

대산업사고는 저장탱크에서, 기타화학사고는 배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인적․물적 원인별로는 인적원

인이 다소 많은데 인적원인 중에서는 안전작업허가 및 

절차와 안전운전절차 미준수에 의한 사고가 가장 많으

며, 물적원인 중에서는 점검 및 보수 불량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작업상황별로는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정상운전 중, 대규모 사업장에서는 정비보수 작업 중

에 대부분의 사고가 발생하였다. 또한 위험물 중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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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성액체 의한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인명

피해는 대규모 사업장에서는 대부분 정비보수 작업 중 

하청업체 근로자에서 발생하였다. 중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정상운전 중에 원청업체 근로자의 인명피해가 가

장 많았다. 또한 화학사고는 일주일 중 금요일과 하루 

중에는 10시부터 12시 및 14부터 16시에 가장 많이 발

생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대산업사고 등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네 가지의 예방대책을 제시하고자 한

다. 첫째, 인화성액체 및 인화성가스 누출시 정전기가 

점화원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접지 및 본딩을 철저히 

하고 제전화 착용 등으로 인체의 정전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특히 전압이나 전류와 같이 정전기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부착하여 정전기를 관리하는 것이 정전기

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두 번째는 화학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저장탱

크, 배관 및 반응기에서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저장

탱크의 청소작업시에는 내부의 위험물을 완전히 제거

하고 외부에서 위험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맹판 설치를 

철저히 한 후 내부 작업시에도 수시로 가스농도를 측

정하고, 위험한 상황에서는 작업을 즉시 중지하고 안

전하게 대피하는 것이다. 배관의 플랜지 가스켓은 주

기적으로 교체하고 고압 또는 고온에서 운전되는 경우

에는 핫볼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회분식 

반응기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폭발분위기에서 맨홀

을 통해 원료를 투입하지 않도록 하고 반응폭주시 충

분히 과압을 해소할 수 있는 파열판을 설치하고 파열

판에서 배출되는 위험물을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특히, 회분식 반응기의 폭주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파

열판 외에 파열판의 설정압력 미만에 원료를 긴급차단

하거나 반응기 내부물질을 긴급방출 또는 반응억제제

를 공급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는 것이 더욱 안전하다. 

이때 반응기의 반응폭주는 매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압력을 감지하는 센서, 긴급차단 등을 제어

하는 제어설비 및 최종적으로 작동하는 밸브 등에 대

해서는 고도의 신뢰성을 가진 것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 외에도 용기나 배관에 설치된 밸브, 맹판, 캡 등의 

개방, 교체 등의 작업시에 근로자 실수에 의한 인화성

액체 등 위험물의 누출을 예방하기 위한 관리감독의 

철저가 가장 중요하다.

세 번째는 대규모 사업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정비․

보수 작업 중 협력업체 근로자의 사고 및 중소규모 사

업장의 정상운전 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협력업체 또는 중소규모 사업장의 근로

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등을 통해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고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작업이나 운전 절차를 철

저히 준수케 하여야 한다. 특히 일부 대형 석유화학업

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자의 자격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화학사고가 금요일이나 일정 시간에 집

중해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주말이나 휴일을 앞두고는 

위험한 작업을 자제하고 하루 중에는 작업이 일정 시

간에 집중되지 않도록 작업일정의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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