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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and classify the characteristics of potential damage from

hazardous chemical accidents in 229 administrative units in South Korea by reflecting the social and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of areas where chemical accidents can occur.

Methods: A number of indicators were selected through preceding studies. Factor analysis was performed on

selected indicators to derive factors, and cluster analysis was performed based on the factor scores.

Results: As a result of the cluster analysis, 229 administrative units were divided into three clusters, and it was

confirmed that each cluster had its own characteristics.

Conclusions: The first cluster, “areas at risk of accident occurrence and spread of damage” was a type with a

high potential for accident damage and a high density of hazardous facilities. The second cluster, “Urban

infrastructure damage hazard areas” appeared to be a cluster with high urban development characteristics.

Finally, the third cluster ‘Urban and environmental damage hazard areas’ appeared to be a cluster with an

excellent natural environment. This study went further from the qualitative discussion related to existing

chemical accidents to identify and respond to accident damage by reflecting the social and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Distinct from the previous studies related to the causes of accidents and the response

system, it is meaningful to conduct empirical research focusing on the affected areas by analyzing the possibility

of accident damage in reflection of the social and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of the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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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산업 발전과 산업 양상의 지속적인 변화로 인해

현대사회에서 화학물질은 일상생활과 산업에 밀접하

게 연관되고 있다. 산업에 활용되는 화학물질은 세

계적으로 약 12만여 종이 있으며, 이 중 우리나라에

는 약 4만여 종의 화학물질들이 사용되고 있다.1)

이러한 화학물질의 사용 증가와 화학물질 관련 업

종의 증가는 우리나라의 화학 산업을 지속적으로 성

장시킴과 동시에 폭발 및 화재 등의 안전사고를 유

발한다.2) 화학물질안전원에 의하면 2014년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국내 화학물질 관련 사고는 총 563

건 발생하였다. 통계를 살펴보면 화학사고의 빈도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지만 전체 사고 중 약

77.4%가 작업자 부주의와 시설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고로 밝혀졌다.3) 이는 대부분의 화학물질 관련 사

고의 원인이 인적오류(human error)4)로 인함을 의미

한다. 이에 정부는 인적오류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적 접근으로서 화학사고 대응절차, 공정안전관리

(Process Safety Management, PSM) 등의 제도를 마

련하여 중대 산업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그러나 이

러한 관리체계와 예방대책은 화학사고 발생 후 대응

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사업장과 설비에 대한 인적

오류를 방지하는 등 사고 원점 중심의 안전예방 방

안을 제시하고 있어 사고피해 여파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5)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환경부는 사고

피해 여파와 제3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장외영향

평가를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2021년부터 화학물질

관리법을 개정, 화학사고 예방관리 계획서로 통합 시

행할 것임을 밝혔다. 개정법은 취급하는 물질의 종

류 및 수량에 따라 외부영향이 거의 없는 사업장의

경우 제출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는 관련 법

령과 제도에서 벗어나 있는 기타 사업장에서의 사고

발생을 고려할 수 없는 등의 또 다른 문제점들을 야

기했다.

한편 국내의 산업전반에 화학물질 사용이 늘어남

과 동시에 가구소득의 증가, 인구 증가 등으로 인해

국토 개발이 가속화되어 왔다.6) 국토 개발의 가속화

는 공장과 주거지역이 혼재된 난개발 등의 문제를

야기하였으며 이러한 문제들은 화학사고가 국민 안

전에 미치는 위험을 점점 증가시키고 있다. 실제로

2015년을 기준으로 3년 간 총 200건의 화학물질 사

고의 분석 결과, 사고 지점에서 반경 1 km 안에 거

주하는 사람은 약 70만 명, 직장 유동인구는 약 100

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7) 즉, 산업단지 및

공장 조성 시 주거지역과의 공간분리가 확보되지 못

한 것으로 보이며, 산업단지 및 공장 인근의 주거환

경은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고려된다.8) 이외에도 2012년 구미 불산

가스 사고로 인해 사고지점으로부터 1 km 내의 인

근 사업장과 지역주민, 사고 수습 관계자들이 큰 인

명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사망 5명, 입원

치료 12명, 건강검진 7,162명 등) 주거지역 인근에

위치한 산업단지 및 공장은 인근 주민의 안전에 큰

위험이 되고 있다.9)

하지만 이러한 주민들의 인명피해 사례에도 불구

하고 화학물질의 영향관계와 관련된 연구는 주거환

경보다 생태계 및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주거환경과 화

학사고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10) 또한, 국

내의 화학물질 사고와 관련된 연구는 사례위주의 연

구로 국내 화학사고에 관한 사례 및 특성 분석11) 또

는 화학물질 관리에 관련된 현행 법률 및 제도의 고

찰 및 대응 체계 고찰에 관련된 연구12)들이 주로 진

행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화학사고 관련 평가에 관

한 연구13)도 미흡하나 함께 진행되고 있지만, 단일

평가 방법에 관한 고찰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라

는 한계점이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발생 후 대응 및 사고원점 예방

의 체계에서 더 나아가 기타 사업장에서의 사고발생

을 고려한 주거환경 및 지역·환경 특성을 분석 및

분류하여 사고발생 피해에 대한 잠재적인 특성과 연

관된 예방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이를 위

해 본 연구는 화학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의 사

회적·환경적 특성을 반영하여 국내 229개 시·군·구

의 유해화학물질 사고의 피해 잠재성 특성을 분석하

고, 그 특성을 이용하여 도시의 유형을 분류하고자

하였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가설 설정 및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전국 시·군·구의 사회적·환경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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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화학물질 사고피해 잠재성을 분석하고 유형

을 분류하기 위해 요인분석과 군집분석을 실시하였

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여러

도시 특성들을 유형화하고 그 특성을 파악하고자 다

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1: 도시의 특성은 크게 도시설비 부문, 자연

환경부문, 위험시설 부문으로 구분되고 이러한 요인

은 화학물질 사고 피해 잠재성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전국 229개 시·군·구는 화학물질 사고피

해 잠재성에 따라 군집화 되어 특성이 분류 될 것이다.

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하여 첫째로, 선행연구 고찰

을 통해 지역의 사회적·환경적 특성을 나타낼 수 있

는 여러 지표를 선정한다.

둘째로, 선정된 지표를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실시

하여 요인을 도출한다. 도출된 요인을 해석하여 도

시의 특성을 파악한다.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하여 앞서 분석된 요인 점수

를 바탕으로 군집분석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군집

분석결과 나타난 군집과 기 추출된 요인들 간 분산

분석을 실시하여 각 군집별 특성을 유형화하고 그

특성을 파악한다.

1.1. 요인분석

본 연구는 요인분석의 방법 중 주성분분석법의 추

출방식과 베리멕스(varimax) 회전으로 요인분석을 실

시하였다.

요인분석 시 표본의 수는 최소 50개 이상, 권장

100개 이상이어야 하며, 사용되는 항목 수의 최소 5

배 이상이어야 한다.14)

본 연구의 표본 수는 전국 시·군·구 229개이며 항

목의 수는 11개를 사용하였다. 요인분석 후 요인분

석 결과로 얻은 요인적재량을 활용하여 연관성이 높

은 변수들을 구분하였다. 그 결과 3개의 요인이 도

출되었으며 그 특성들을 파악하였다.

1.2. 군집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비계층적 군집분석은 군집의

수를 미리정하여 설정된 군집의 중심에 가까운 개체

를 결합하는 방식이다.15) 타당한 군집 수를 결정하

기 위하여 먼저 계층적 군집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분

석 시 거리 산정방법은 와드(Ward)방식을 사용하였

다.16) 계층적 군집분석 결과 군집의 수는 총 3개로

나타났으며 구분된 군집의 수를 토대로 비계층적 군

집분석을 수행하였다.

2. 데이터 구축 방법

앞서 서술한 본 연구의 목적과 같이 전국의 시·군·구

의 사고피해 잠재성을 분석·유형화하기 위해 다음

과 같은 자료를 구축하고 활용하였다. 먼저 본 연구

는 분석 시 인구주택 총 조사 데이터를 중심으로 활

용하였기 때문에 2015년 연도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인구주택 총 조사 통계자료 외에도 2015

년 지역 기초통계자료와 2015년 화학물질배출량 자

Table 1. Variable explanation & construction method

Variable Explanation

Chemical facility ratio Number of hazardous chemicals discharge facilities by city, borough and district 

Population ratio Total population ratio by city, borough and district

Whole house ratio Total house ratio by city, borough and district

Empty house ratio
Total vacant residential buildings (vacant single houses+vacant apartments)/

total buildings*100

 Dilapidated dwelling Total over 30-year-old buildings/total buildings*100

City area ratio City area (m2)/total area

Develope area ratio Develop area (m2)/total area

Planning management area ratio planning management area (m2)/total area

Road area ratio Road area (m2)/total area (m2)*100

Independent rate of finance (Local tax+other revenues than taxes-local loan/general account tax revenues) *100

City park area ratio Green area (m2)/total area (m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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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그리고 GIS를 통해 자체적으로 구축한 화학물질

배출시설 입지 등의 분석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SPSS

21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요인분석과 군집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단위는 시·군·구를 기준으로 하였

으며 전체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도시의 유형을 대변하는 변수들은 선행연구를 통해

선정·구축하였으며, 총 인구비율, 도로면적 비율, 도

시지역면적 비율, 화학물질 배출시설 비율, 노후화

주택 비율, 재정자립도, 녹지지역 면적비율, 건축물

공가율, 전체 건축물 비율, 도시개발구역 면적 비율,

계획관리지역 면적비율 등 11개 변수로 구성되며 구

축방법은 Table 1과 같다.

III. 결 과

1. 유해화학물질 사고 잠재적 피해에 대한 도시

특성 분석

1.1. KMO와 Bartlett의 검정

입력 변수들 간 충분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밝히고 요인분석이 의미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

여 KMO (Kaiser-Meyer-Olkin) 검정과 Bartlett 검정

을 실시하였다. KMO 값이 일반적으로 0.5 이상이

면 구축된 데이터를 요인분석으로 분석하기에 적절

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Bartlett 검정의 경우

유의수준을 기준으로 p값이 0.1 이하일 때 요인분석

에 적합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한다.17) 본 연

구에서 KMO 값과 유의확률은 Table 2와 같으며 각

각 0.799, 0.000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유

의미하다고 판단하였다.

1.2. 고유값과 설명된 분산

고유값은 한 요인이 몇 개의 변수들의 분산 양을

설명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값이다. 일반적으로 고

유값이 1.0 이상인 경우 의미 있는 요인으로 여겨진

다.18) 본 연구에서 고유치가 1.0 이상인 요인은 3개

로 나타나며, 스크린 도표로 나타내면 Fig. 1과 같

다. 고유치가 1.0 이상인 요인은 총 3개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요인은 의미가 없음을 나타낸다.

설명된 총 분산은 3개 요인이 11개 항목을 얼마나

설명하는가를 의미한다. Table 3을 살펴보면 회전이

후 요인 1이 34.138%로 가장 설명력이 높게 나타났

으며, 요인 2는 29.699%로, 요인 3은 9.392%로 나

타났고 3개의 추출된 요인들이 전체분산의 73.229%

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 요인행렬과 공통성

요인분석결과 나타난 요인 적재값 행렬은 변수가

어떤 요인에 의하여 주로 설명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요인적재량으로 요인구조를 결

정하고 이를 이용해 해석할 수 있다. 성분행렬은 1

번 요인의 요인 적재값이 대체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각 요인의 로딩이 높은 변수의 수를 최소화

하고자 베리멕스 직교 회전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는 Table 3과 같다.

공통성 값은 추출된 요인들에 의해 각각의 변수가

얼마나 설명되는지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11개의 변수는 모두 0.5 이상의 공통성 값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추출된 3개의 요인에 의해 11개의 변

수가 모두 일정수준 이상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4. 요인분석 결과

요인분석 결과 11개의 변수는 총 3개의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먼저 요인1은 기반시설 및 도시면적이

특성을 반영하는 요인으로 나타난다. 도시지역 면적

Table 2. KMO, Bartlett test result

Kaiser-Meyer-Olkin test 0.799

Bartlett test

χ
2 2288.554

df 55

p 0.000

Fig. 1. Scree plot from principal components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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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도로면적 비율, 도시개발구역 면적 비율이 양

의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계획 관리지역 면적 비율과

건축물 공가율 등이 음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특

히 타 요인보다 도시지역면적 비율 및 도로면적 비

율 등이 높게 나타난 형태로 도시개발과 관련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요인1을 도시개발특성

(urban development)으로 명명하였다. 요인2는 건축

물 비율과 인구비율, 유해화학시설 비율, 그리고 재

정자립도가 양의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건축물 공

가율, 노후건축물 비율이 음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는 공장 등의 산업시설 입지가 두드러지며 동시

에 산업시설의 입지로 인한 인구 유입이 많다는 것

을 의미한다. 또한 빈집의 수와 노후건축물 수가 비

교적 적게 나타나 공업도시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유해시설의 입지가 집중된 특성을 보인다. 따라서 요

인2를 고밀 유해시설 특성(high density hazardous

facilities)으로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요인3은 녹지

면적 비율이 양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타 요

인보다 두드러지게 높은 적재량 값을 가지고 있다.

이를 해석하면 녹지분포가 우수한 지역의 특성을 반

영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요인3을 녹

지분포 우수 특성(superior green area distribution)으

로 명명하였다. 이처럼 시·군·구별 화학물질 사고의

피해 잠재성 특성을 나타내는 11개의 변수들은 도

시개발 특성요인, 고밀 유해시설 특성요인, 녹지분포

우수 특성요인 등 3개 요인으로 분류된다.

2. 유해화학물질 사고 잠재적 피해에 대한 도시

유형 분류

2.1. 군집의 영향력 분석

요인분석을 통해 분류된 도시개발 특성요인, 고밀

유해시설 특성요인, 녹지분포 우수 특성요인 등 3개

요인을 토대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군집분석 결과 군집별 요인의 영향력은 Table 5와

같이 나타났으며 총 229개의 시·군·구는 3개의 군

집으로 분류되었고 1군집 38개, 2군집 180개, 3군집

11개로 나타났다. 군집별 시·군·구의 분포를 살펴보

면 Fig. 2와 같다. 요인의 영향력을 토대로 군집의

특성을 파악한 결과 1군집은 경기도 권과 경남 경

북지역 등 총 38개 지역이 포함되며 유해시설의 입

지와 인구밀도가 타 군집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특성

을 가진 군집으로서 사고피해 잠재성이 높게 여겨진

다. 따라서 1군집을 ‘사고발생 및 피해확산 위험지

역(areas at risk of accident occurrence and spread

of damage)’이라 명명한다.

2군집은 일반적인 도시형태를 띄는 군집으로서 수

Table 3. Rotated component matrix

Variables Communality
Component

1 2 3

City area ratio 0.861 0.892 0.274 0.145

Planning management area ratio 0.654 -0.830 0.010 -0.166

Road area ratio 0.588 0.721 0.205 -0.110

Empty house ratio 0.891 -0.719 -0.432 0.031

Develope area ratio 0.943 0.670 0.193 0.040

Whole house ratio 0.850 0.356 0.850 -0.019

Population ratio 0.653 0.410 0.832 -0.024

Chemical facility ratio 0.718 -0.259 0.751 0.153

Independent rate of finance 0.575 0.373 0.711 -0.091

 Dilapidated dwelling 0.704 -0.520 -0.664 -0.083

City park area ratio 0.717 0.110 0.034 0.964

Eigenvalues after rotation 3.755 3.267 1.033

% explained variance 34.138 29.699 9.392

Cumulative % 34.138 63.837 73.229

Varimax rotation of 11 factor loa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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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권과 강원도 등 180개의 시·군·구지역이 포함되

어있다. 군집의 요인특성을 반영하여 2군집을 ‘도시

기반시설 피해 위험지역(urban infrastructure damage

hazardous areas)’이라 명명한다. 마지막으로 3군집은

도시 개발 특성과 녹지분포가 타 군집보다 우수한

특성을 가진 군집으로 대구광역시와 인천광역시, 충

청남도 계룡시 등 11개 지역이 포함된다. 마찬가지

로 군집의 요인특성을 반영하여 3군집을 ‘도시 및

환경 피해 위험지역(urban and environmental damage

hazardous areas)’이라 명명한다.

2.2. 군집의 특성 분석

군집으로 묶인 요인의 특성을 자세히 파악하고자

분산분석(ANOVA)을 실행하고 이를 Scheffe 검정을

통해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각 요인에 대

한 F값은 Table 6과 같고, 그 유의확률은 모두 0.000

이하로 나타나 유의수준 0.01일 때 각 군집에 따른

3개의 요인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요인에 따른 군집분류에서 도시 개발특성

요인과 고밀 유해시설 특성 요인, 녹지분포 우수 특

성 요인이 모두 2개의 군집관계에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으며 이는 군집분류에서 변수의 기여도는 모두

같은 것을 의미한다.

Table 5. Factor scores and administrative unit counts by cluster

Factor

Cluster (case)

Areas at risk of accident 

occurrence and spread of 

damage (38)

Urban infrastructure damage 

hazardous areas

(180)

Urban and environmental 

damage hazardous areas

(11)

Urban development -0.5276 0.0661 0.7401

High density hazardous facilities 1.7440 -0.3615 -0.1089

Superior green area distribution -0.1027 -0.1965 3.5708

Fig. 2. Cluster distribution of potential damage from

hazardous chemical accidents by administrative

unit

Table 6. ANOVA scheffe test result

n M SD F P scheffe

Urban 

development

Areas at risk of accident occurrence and spread of damagea 38 -0.527 0.900

9.330 0.000 a<cUrban infrastructure damage hazardous areasb 180 0.066 0.983

Urban and environmental damage hazardous areasb 11 0.740 0.873

High density 

hazardous 

facilities

Areas at risk of accident occurrence and spread of damagea 38 1.744 0.984

177.288 0.000 a>b,cUrban infrastructure damage hazardous areasb 180 -0.362 0.519

Urban and environmental damage hazardous areasc 11 -0.109 0.692

Superior

green area 

distribution

Areas at risk of accident occurrence and spread of damagea 38 -0.103 0.623

207.501 0.000 c>a,bUrban infrastructure damage hazardous areasb 180 -0.197 0.342

Urban and environmental damage hazardous areasc 11 3.571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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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 찰

기존에 수행되었던 국내 유해화학물질 배출과 관

련된 선행연구는 입지적 특성에 대한 연구와 정책과

관련된 연구 등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로,

시설의 입지 특성에 관한 연구는 특정 사례 혹은 비

정상적인 입지 사례와 관련된 연구가 주를 이룬다.

수도권 개별입지에 위치한 시설의 입지특성을 분석

한 연구를19) 예로 들 수 있으며 대부분 국지적이고

사례 중심의 연구이기 때문에 명확한 입지 요인을

밝히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공간범위를 확대하여 화

학물질 배출시설의 입지 특성을 밝히고자 한 연구도

수행되었으나, 변수의 다양성이 부족하여 입지 특성

과 요인들을 충분히 밝히지 못한 한계점이 존재한다.20)

둘째로, 유해화학물질과 관련된 정책연구는 대부

분 저감방안 및 관리방안에 초점을 두고 있어 사고

발생 피해 여파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21) 이처럼

유해화학물질 사고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현재 활발

히 진행되고 있으나 사고의 피해를 예측하고자 하는

연구는 미비하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의 시·군·구

를 대상으로 사회적·환경적 특성22)에 따른 유해화학

물질 사고피해 잠재성을 분석하였고 분석결과 도시

의 유형별 유해화학물질 사고 피해 잠재성을 유형화

할 수 있었다. 다음은 분석결과에 따른 가설의 검증

내용이다. 먼저 첫 번째 가설인 1) ‘도시의 특성은

크게 도시설비 부문, 자연 환경부문, 위험시설 부문

으로 구분되고 이러한 요인은 화학물질 사고 피해

잠재성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요인분석결

과 크게 3가지 요인을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도

출된 3개의 요인 중 도시지역면적 비율과 도로면적

비율 도시개발구역 면적 비율로 구성된 요인을 ‘도

시개발 특성 요인’이라고 명명하였으며 건축물 비율

과 인구 비율, 유해화학물질 배출시설 비율 등으로

구성된 요인을 ‘고밀 유해시설 특성 요인’이라고 명

명하였다. 마지막으로 녹지면적 비율로 구성된 요인

을 ‘녹지분포 우수 특성 요인’이라고 개념화하였다.

다음으로 추출된 요인을 활용하여 두 번째 가설인

2) ‘전국 229개 시·군·구는 화학물질 사고피해 잠

재성에 따라 군집화되어 특성이 분류될 것이다.’을

검증하였다. 군집분석 결과 전국의 229개 시·군·구

는 총 3가지 군집으로 구분되며 제1군집 ‘사고발생

및 피해확산 위험지역’은 고밀 유해시설 특성 요인

이 높게 나타나는 사고 피해 잠재성이 높은 유형으

로 나타났다. 특히 ‘사고발생 및 피해확산 위험지

역’ 군집의 고밀 유해시설 특성은 1.7440으로 2군집

(−0.3615)와 3군집(−0.1089)보다 높게 측정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유해화학물질 배출 시설이 타 군집보

다 높게 관측되고 건축물 및 인구의 밀도가 높아 사

고 발생 시 큰 피해가 예측되는 지역임을 의미한다.

특히 기존 공장 등의 시설입지에 대한 연구에서 소

규모 시설들이 군집하며 기반시설의 악화를 가져온

다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석할 수 있다.23) 이외에

도 제2군집 ‘도시기반시설 피해 위험지역’은 도시개

발 특성 요인이 다소 높게 나타나는 도시형태를 띠

는 군집으로 모든 요인에 대하여 낮게 측정되나 도

시 개발 특성이 0.0661로 1군집보다 높게 측정된다.

따라서 사고 피해 시 도시지역의 피해가 크게 나타

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사료된다. 마지

막으로 제3군집 ‘도시 및 환경 피해 위험지역’은 자

연환경이 우수하게 분포되어 있는 군집으로서 녹지

분포 우수특성이 3개의 군집 중 가장 크게(3.5708)

관측되며 도시 개발특성 또한 높게(0.7401) 관측된

다. 사고발생 시 주변식생의 피해가 타 군집보다 심

각해질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특성을 가진 것으로 나

타났다. 위와 같은 분석 결과는 두 개의 가설이 모

두 채택되었으며 화학물질 사고 피해 잠재성이 지역

별로 구분되고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의

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향후 유해화학물질

사고 피해를 대비하는 것 뿐 아니라 지역 별 대응

체계 수립방향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

을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본 연구는 분석대상을

단순히 유해화학물질 배출시설로 한정하여 전국을

시·군·구 단위로 분석한 연구로서 두 가지 한계점

이 존재한다. 첫째는 폭발이나 유출 등 다양한 특성

을 지니고 있는 화학물질 사고의 유형과 그 피해 양

상을 세분화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넓은 공

간단위와 실제 영향을 판단하고 측정할 수 있는 포

괄적인 지표를 도입하지 못해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

치는 양상을 세밀히 파악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가

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향후 연구로서 화학사

고 피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량적 지표를 도입하

여 도시의 특성 유형별 사고 피해 잠재성을 평가하

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화학 사고를 유

형화하여 유형별 사고 발생에 따른 시나리오 및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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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체계 방안마련을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V. 결 론

국내에서는 여전히 지속적으로 크고 작은 화학사

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국토 개발의 가속화 및 난개

발 등 복합적인 이유로 점차 도시의 형태가 변화하

고 있다. 이러한 도시의 형태변화는 사고 발생 후

잠재적 피해 가능성을 늘리고 있으며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하지만 기존

의 화학사고 발생 대응 및 관련 안전관리 계획의 경

우, 화학물질의 영향 및 노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

어 피해 수용체인 주민 및 생활환경에 대한 고려가

전무한 실정이다. 기존의 사후대응 위주의 대안들과

사고발생 원점 기준의 안전관리 대책에서 더 나아가

사고발생 인근 지역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 및

복구 관련 제도의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본 연구는 기존의 화학사고와 관련된 정성적

논의에서 더 나아가 지역의 사회적·환경적 특성을

반영하여 사고 발생 후 야기되는 피해의 정도를 파

악하고 대응하고자 유형을 분류하였다. 이는 지금까

지의 사고원점과 대응 체계와 관련된 연구로부터 벗

어나 지역사회의 사회적·환경적 특성을 반영한 사

고 피해 잠재성을 분석해 봄으로써 피해지역 중심의

실증적 연구를 수행함에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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