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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태풍, 홍수, 호우, 지진 등의 자연재난과 화재

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

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분류한다1). 

화학사고는 환경오염사고를 일으키는 사회재난에 포함

된다. 최근에는 다양한 유형의 자연재해로 인하여 석유

화학 산업시설의 화재⋅폭발, 유해화학물질이나 독성

물질이 누출되는 등 다양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2).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화학사고를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ㆍ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누출되어 발생하는 일체의 상황으로 정의한다3). 

화학물질은 폭발성, 인화성, 부식성, 급성독성 등의 특

성을 지니고 있어 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사고

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화학공장 등 위험물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 화

재, 폭발 및 독성물질 누출 등의 중대산업사고와 같은 

화학사고 발생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4).

최근 3년간(2014~2016년) 국내에서 발생한 화학사고

는 주로 사업장, 도로상, 기타장소(실험실, 병원, 주택

가, 공사장 등) 등에서 발생하였고, 총 발생한 사고는 

각각 183건, 65건, 49건이 발생하였다. 또한, 연도별 사

고 건수 및 인명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에 105건, 

인명피해 239명(사망 4, 부상 253) 2015년도에 113건, 

인명피해 129명(사망 8, 부상 121), 2016년에 78건, 인

명피해 52명(사망 7, 부상 47)이 발생하였다5). 이와 같

이 화학사고는 화재ㆍ폭발 또는 독성물질, 부식성 물

질 등에 의해 사람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특히 화

학사고는 시간이 지체될 경우 2차적으로 수질, 대기, 

토양 등 환경에 피해 확산 우려가 있다. 따라서, 화학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를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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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신속한 사

고대응을 통해 추가 유․누출 예방 및 2차적인 환경피

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유관기관들간의 신

속한 정보공유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신속하고 올

바른 방재활동을 위해 대응기관에 사고물질, 사고원인, 

사고지역 주변환경 등 사고초기 사고정보를 유기적인 

협력체계, 공유체계를 통해 정보교환 등이 제공되어야 

올바른 방재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

이다. 

최근 다양한 정보통신 기술들을 활용한 사고․재난 

정보공유 시스템들이 개발되고 있다. 하지만 시스템 

간 운영기관들이 상호 연계되지 않아 경보수신자의 상

황 고려 없이 일괄적인 재난 정보의 전달만 이루어진

다6).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재난상황전파 메시지 

정보의 경우 재난 상황 발생 시 유관기관 내에서 공유

된 재난 정보로서 재난유형, 문서번호 발신기관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7). 하지만 여러 유관기관과의 유

기적인 대응을 위해 필요한 정보공유 기능은 제공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사고정보와 대응을 위한 필

요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동시에 전달받

을 수 있는 상황공유체계는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화학사고를 대응함에 있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사고대응 유관

기관들간의 정보공유, 협력지원 체계를 위한 방안을 

개발하였다. 즉, 모바일 메신저 기능을 적용하여 사고

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ㆍ정확하게 제공하고 사고

대응 기관 및 현장 대응자들 간의 양방향 소통을 원활

하게 하여 효율적이고 유기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

는 화학사고 대응 체계 개선을 제안하고자 한다.

2. 화학사고 대응 체계

2.1 화학물질 관련 법령

국내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법률은 14개의 법률(화

학물질관리법,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

건법, 약사법, 화장품법, 마약류관리등에관한법률, 식

품위생법, 총포ㆍ도검⋅화약류등단속법, 위험물안전관

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원자력법, 비료관리법, 농

약관리법, 사료관리법)에서 국내에 유통되는 화학물질 

중 사람이나 환경에 해를 미칠 위해성 또는 유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은 환경부의 화학

물질관리법이 기본이 되어 관리하고 있다7-9). 화학물질

관리법은 화학물질의 유해성 관리, 유독물 등 유해화

학물질의 안전관리, 화학물질의 배출량 및 유통량 조

사, 화학물질 사고대응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고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

질, 유해화학물질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6,10).

2.2 국내 화학사고 대응 체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대규모 재난 발생 시 대응ㆍ복구 등에 관한 사항

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정안

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두고 본부장은 행정

안전부 장관이 맡도록 하고 있으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Fig. 1. Framework of disaster respons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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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주관기관 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두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재난상황을 효율적으로 수습

하기 위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 운영하며, 화학사

고의 경우 환경부가 그 역할을 담당한다(Fig. 1).

화학사고 발생시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위기관

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를 방지

하기 위한 예방․대비 활동을 수행한다. 환경부는 중

앙사고수습본부 역할을 수행하고 유역(지방)환경청은 

지역사고수습본부로서 관할지역내 소관분야 재난대비 

예방활동, 현장수습조정관 파견, 사고대응 수습 조정⋅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Fig. 2). 

화학물질안전원은 사고수습지원본부 역할로서 24시

간 화학사고 접수⋅전파 및 화학안전종합상황실 운영, 

화학사고 물질 대응정보 제공, 대규모 화학사고 발생 

시 현장기술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Fig. 3). 

현재 화학물질 유․누출사고 발생시 사고정보가 소

방, 환경청, 행정안전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화학물

질안전원 종합상황실에 접수되고 화학물질로 인한 사

고인지 혹은 화학물질과 관련없는 단순 화재사고 등인

Fig. 2. Framework of chemical accident response system.

Fig. 3. Process of chemical accident response system.



화학사고의 효율적 대응을 위한 정보공유체계 개선 연구

한국안전학회지, 제33권 제1호, 2018년 57

지 파악하고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로 확인되면 해당지

역의 환경청, 소방, 경찰, 군 그리고 지자체 등 현장대

응기관에 실시간으로 사고 물질정보, 실시간 기상정보 

및 확산평가 정보, 화학물질의 유해성, 대응요령, 방재

정보 등 화학물질사고 대응 정보 등을 신속하게 제공

하고 있다. 또한, 유해물질의 확산에 대한 가능성을 고

려하여 확산방향과 확산범위를 정확하게 예측하여 잠

재적 위험에 노출된 지역의 사람을 안전지대로 대피시

킬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사고가 진행되는 상황

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사고대응에 필요한 기

술적 지원 활동을 수행한다.

3. 화학사고의 효율적 대응체계 방안

2015년 8월 12일에 발생한 ‘중국 텐진항 화학물질 폭

발사고’는 약 700톤의 시안화나트륨, 질산암모늄, 질산

칼륨, 탄화칼슘 등 화학물질이 화재현장에 보관 중이었

으나 최초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들이 화학물질에 대

한 정확한 정보 부족으로 소화용수를 사용하면서 물류

창고의 탄화칼슘이 화학반응하여 폭발을 유발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 현장 정보 및 화학물질 정보에 대하여 현장

요원이 사전에 숙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11). 

즉, 현장요원의 방재 활동 전에 사고물질의 물리ㆍ화

학적 특성, 인체 유해성, 방재방법 등에 대한 정보와 현

장 주변환경 정보가 사전에 신속히 제공되어 숙지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지휘본부와 현장요원간의 원활한 소

통을 통해 사고물질의 특성에 적합한 방재활동이 이루

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

장과 중앙 그리고 초동대응기관들간의 실시간 정보공

유 사고 대응체계가 적절하게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3.1 화학사고 대응체계 개선 필요성

최근 웨어러블, 근거리 무선통신, CCTV 등 IT기술

을 활용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상용기술들이 

발전하고 있으며, 스마트폰과 연계하여 휴대가 간편한 

헬스케어관련 다양한 기술들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

다12). 현재 국내에서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민방위

경보시스템, 지진해일경보시스템, 라디오 재해경보시

스템, 자동우량경보시스템, CBS재난문자시스템, DMB

재난경보시스템 등 다수의 재난경보시스템이 운영되

고 있으며 재난 발생에 대비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재난시스템은 운영기관들 간의 실시간 양방향 정보공

유체계라기 보다는 초동대응을 위한 단방향 재난정보

를 제공하고 있다6).

화학사고는 대응 방법, 인체 유해성, 사고물질의 물

리․화학적 특성, 피해의 규모 측면에서 일반적인 사고

와 전혀 다른 양상을 가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고 유

형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화학사고 대응은 오염

원 제거, 구조⋅구급 작전의 실행, 피해 경계지역 설정, 

주민대피 등의 복합적 대응 전술이 필요하고, 화학대응 

장비 및 전문지식을 필요로 한다13). 이 때문에 화학사

고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러 유관기관의 협업이 필요

로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국내에서 화학물질은 물

질의 종류와 사용 목적에 따라 14개의 관련법령이 적

용되어 관리되기 때문에 물질의 종류 및 역할에 따라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으로 소관부처

가 구분되어 있어 각 부처간 정보공유에 어려움이 있

다. 또한, 국내 재난 대응체계에서는 재난유형별로 중

앙부처가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지정되어 재난관리 예

방ㆍ대비 활동을 수행하고 재난발생 현장에서는 해당 

지역 소방, 경찰, 지자체가 사고를 수습하기 때문에 부

처간 화학물질 정보 및 현장정보에 대한 긴밀한 정보

공유체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해 화학사고 대응 시 

쌍방향 정보공유 기능을 강화하여 정확한 정보의 전달 

및 확보 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초

동대응기관 및 대응요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공유

시스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화학사고 대

응에 필요한 현장사고 상황을 유선으로 현장요원과 소

통하거나 팩스 또는 문자를 이용하여 유관기관에 발송

하고 관련 정보를 수신한 유관기관은 현장요원에게 재

차 전달해야 하는 번거로움 등이 있다. 이러한 한계점

을 개선하기 위해 모바일 기반의 양방향 화학사고 정

보공유체계 및 시스템을 개발하여 효율적인 화학사고 

대응체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다. 

3.2 화학사고대응정보공유시스템(CARISS) 구성

화학사고 대응정보 공유체계의 기본 목적은 사고현

장 정보를 지휘본부에서 용이하게 파악하여 필요시 신

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또한 초동대응요원

Fig. 4. Chemical accident response cooper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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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현장에서 또는 현장에 도착하기 이전에 충분한 사

고관련 정보를 확보하여 신속한 대응할 수 있는 체계

가 갖춰질 수 있도록 현장요원 간 또는 유관기관들 간 

양방향 대화가 가능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있다

(Fig. 4). 

이러한 대응정보 공유체계를 실현할 수 있도록 화학

사고대응정보공유시스템(CARISS : Chemical Accident 

Response Information Sharing System)을 구축하였으며 

소방, 경찰, 지자체 등 630여개 초동대응기관 1,980여

명의 현장요원들에게 제공하여 화학사고 또는 재난현

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Table. 1).

현장의 사고대응요원은 스마트폰에서 CARISS를 구

동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알람 메시지를 받을 수 있으

며, 구동 중에 새로운 메시지에 대한 알람, 각 채팅별 

신규 메시지 알람을 확인할 수 있다.

정보공유기능은 화학물질안전원 종합상황실에서 통

제하는 공식 대응팀 정보공유기능과 현장의 개별 사용

자가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개별 정보공유기능

으로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다(Fig. 5(a)).

정보공유기능은 텍스트뿐만 아니라 위치정보, 사진, 

문서, 동영상, 음성 등을 전달할 수 있어 다양한 현장

의 정보를 포함하는 정보공유가 가능하며 사고현황 화

면을 통해 종합상황실에서 제공하는 사고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Fig. 5(b)). Fig.6(a), (b)의 정보공유기

능은 현장요원과 화학물질안전원 종합상황실 뿐만아

니라 유관기관간 양방향 대화가 가능하고 현장에서 촬

영한 사진 및 동영상, 현장의 위치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게 양방향 소통이 가능케 한다.

정보공유기능 외에 정보공유 게시판 메뉴를 통해 별

도의 정보 공유를 위한 게시 및 열람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고내용, 사고원인, 인명피해, 조치상

황 등 필요한 다양한 사고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Fig. 5(c)).

모바일에서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통합 검색 UI를 구현하여 물질정보, 취급업체, 유관기

관, 대응기관, 방재취급, 방재판매, 사고이력 등의 검색

대상을 설정하고 광역시도 및 시군구를 선택하여 필요

한 정보를 빠르게 검색할 수 있다(Fig. 5(d)).

검색 대상에서 물질을 선택하였을 경우 물질정보에

서 적합하게 해당 하위 옵션을 선택하고 이에 적합한 

결과 및 세부 정보 UI를 제공한다. 물질의 국문명, 영

문명, CAS번호 중 원하는 검색조건을 선택할 수 있다

Organization Ministry of environment Ministry of public safety 
& security Fire station Police Military Local government

Number of organization 15 40 225 270 25 55

Number of user 125 115 720 810 40 170

Table 1. Usage status for chemical accident response information sharing system

Fig. 5. Main function of chemical accident response information shar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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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e)).

물질 정보의 검색 결과는 모바일 상에서 사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탭과 스크롤만으로 세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UI를 구성하였다. 검색결과에서는 물질특성, 

화재 및 폭발, 누출, 규제정보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Fig. 5(f)).

CARISS의 보안성 강화를 위하여 화학물질안전원에

서 부여한 아이디를 사용하여 로그인이 가능하며, 별

도의 웹페이지를 구성하여 유관기관에 배포할 수 있도

록 구축되어 있다.

3.3 CARISS 운영 및 현장 활용

CARISS를 활용하여 이들 대응요원과 공유하게 되

는 주요 정보는 NFPA 코드, 급성노출기준, 측정가능 

기기 정보, 법적 규제정보, 화학물질관리법 상 사고대

비물질 수량기준 등의 물질정보와 주택가, 하천 유무 

확인을 위한 지도 등의 사고현장 주변지역 정보, 위험

지역, 준위험지역, 경계지역을 지도에 표시한 피해예측

확산 정보, 지역 방재물품업체 현황, 지정폐기물업체 

현황 등 사고처리에 필요한 정보, 기타 현장관계자 연

락처, 현장사진 및 동영상,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이 있다(Table 2). 

특히, 물질정보, 사고현황 주변지역 정보, 피해예측

확산 구동에 의한 화학물질 대기확산 정보 등은 그림

파일을 이용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이는 과거 

CARISS 개발 이전에는 유선, 문자 또는 팩스를 이용하

여 공유하던 한계점을 개선하여 CARISS를 활용함으로

써 그림ㆍ영상파일 전송이 가능하게 되어 현장 상황을 

신속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정보의 전달 속도는 

물론 상황을 실시간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기

능도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다.

Table 3은 CARISS의 활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실제 

화학사고에 CARISS를 활용하기 이전 시기인 2015년과 

이후 시기인 2016년 3월 이후의 사고에 대하여 화학물

질과 대기확산에 대한 정보의 제공시간을 분석한 결과

를 나타낸다. 즉, 최초에 사고가 접수된 이후 물질정보

와 대기확산정보를 제공하기까지의 시간을 30분 이내

와 30분 이상으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이다. 그 결과 

물질정보 제공시간의 경우 30분 이내에서 2015년 81%, 

2016년 89%인 것으로 조사되었다(Table 3). 또한, 피해

예측확산 구동에 의한 화학물질 대기확산 정보의 경우

는 2015년 27%, 2016년 59%를 나타낸 것으로 조사되

었다(Table 3). 이는 CARISS를 화학사고에 활용한 이후 

물질정보제공과 화학물질 대기확산 정보제공에 있어 

30분 이내에 처리한 비율이 각각 8%, 32% 향상되었다

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화학사고 발생시 CARISS를 

활용하는 것은 사고대응을 보다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으로 사료된다.

CARISS를 활용하여 대응하였던 화학사고의 현장 

모습이다. 사고는 위험물을 적재한 탱크로리가 곡선길

Provided information Contents Data type

Chemical information

- NFPA code
- Acute Exposure Guideline Level
- Measuring Equipment Information
- Regulatory information(Existing substance, Toxic substance, Restricted substances, etc.)
- According to the Chemicals control Act accident quantity material standard

Picture file

Information on the area of around the 
accident site

- Accident address
- Existence of stream

Picture file

Material diffusion information by CARIS - Hot zone, Warm zone, Cold zone Picture file

Disaster prevention activity
- Status of Emergency goods companies
- Status of designated waste companies

Text

Etc
- Site contact(Safety manager, Local municipal dispatcher etc.)
- Photos, videos
- MSDS

Text

Table 3. Evaluation of applicability to response time of provided information

Provided information Response time 2015 2016

Chemical information
Within 30 minutes 81% 89%

More than 30 minutes 19% 11%

Information on the spread of chemicals
Within 30 minutes 27% 59%

More than 30 minutes 73% 41%

Table 2. List of main sharing information for chemical accident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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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행하던 중 전도되어 위험물이 도로에 유출된 사

고이다(Fig. 6). 본 사고의 대응 시 CARISS에 의해 현

장대응 요원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지도에 표시된 

위치정보, 물질정보, 기화된 물질의 확산정보, 방재방

법 등 현장대응에 필요한 정보들을 수신하였고, 현장

대응 요원은 현장상황을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 파일, 

현장 오염도 측정값 등을 지휘본부에 전송하였다. 사

고가 최초 발생한 이후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사고접수

를 시작으로 사고를 마무리하기까지의 대응하는 과정

을 도식화 하였다(Fig. 7). 최초 소방본부로부터 화학사

고 관련 상황전파메시지를 수신하였다. 이를 통해 화

학사고의 접수가 이루어졌으며, 사고가 접수되는 즉시 

CARISS를 이용해 환경부, 소방, 경찰, 지자체 등 유관

기관에 사고 상황을 전파하였다. 이때 전파내용은 사

고의 발생시간, 장소, 사고물질, 사고내용, 인명피해 등

과 현재의 진행현황 등을 전파하였다. 이후 사고대응

에 필요한 사고물질의 방재정보와 피해예측확산평가 

프로그램에 의해 계산된 물질의 확산 모델링 결과를 

공유하여 방재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현장에서는 화학물질안전원의 상황

실과 사고대응 유관기관들이 현장에 대한 상황을 구체

적으로 알 수 있도록 현장사진과 현장오염도 측정값을 

문자 및 동영상 등을 전송하여 용이하게 현장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Fig. 6).

4. 결 론

본 연구는 화학사고의 효율적 대응을 위한 체계 개

선을 목적으로 화학사고대응정보공유시스템을 개발하

여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사고현

장 정보를 지휘본부에서 용이하게 파악하여 필요시 신

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여야 하며 초동대응요원이 현

Fig. 6. Chemical accident scene.

Fig. 7. Chemical accident response system by chemical accident response information shar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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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 또는 현장에 도착하기 이전에 충분한 사고관련 

정보를 확보하여 신속한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

질 수 있도록 현장요원 간 또는 유관기관들 간 양방향 

대화가 가능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CARISS를 현장의 화학사고 대응에 적용함으로

써, 모바일 메신저 기능을 통해 비상시 의사결정이 가

능하게 되었다. 사고대응에 필요한 물질의 물리⋅화학

적 특성, 확산정보, 방재물자 정보, 사고사업장 유해화

학물질 취급정보, 취급량 등을 신속ㆍ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기존에는 긴급한 사고 현장에서 현장

대응요원 2~3명이 사고대응을 하면서 상황전파, 기술

지원요청, 유관기관 협조 등을 실시해야 하는 환경에

서 본 시스템을 통해 다자간 정보를 공유하여 신속⋅

정확하게 최적의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개선할 수 있다. 즉, 양방향 정보공유가 가능하고 현장

에서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 현장의 위치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게 되었으며, 효율적이고 유기적인 대응

이 가능하도록 하는 화학사고 대응 체계 개선이 기대 

된다.

(2) CARISS의 화학사고 적용 전과 후의 정보제공 

시간을 비교한 결과 물질정보제공과 화학물질 대기확

산 정보제공에 있어 30분 이내에 처리한 비율이 각각 

8%, 32% 향상되었다. 또한, 기상조건 변화로 인한 피

해영향범위 재설정, 하천, 토양 등 2차오염 방지를 위

한 관계부처 비상대기, 지자체의 신속한 오염물질 처

리, 주민대피 필요성 등 관련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

(3) 본 연구에서 제안한 CARISS을 화학사고 대응 

시 적용하는 방안은 유관기관간에 상호협력체계를 구

축하여 효과적인 사고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더 나아

가 국내에서 화학사고를 대응하는 초동대응기관간의 

정보 공유와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화학

사고대응 지역협의체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좋은 수단으로 작용함은 물론, 사고 대응능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필요한 연구로서 사고현장에서 대응요원은 개

인 보호장구 및 장갑 등을 착용하고 사고지점의 오염

도 측정 또는 시료채취 등의 수행이 필요한 경우가 많

아 CARISS를 이용하는데 다소 불편함이 존재하고 있

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현장에서 사고대응 활동

에 불편함을 줄일 수 있도록 추가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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