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2017년 8월 20일(일) 오전 11시 35분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소재 OOO조선해양㈜ O안벽에서 건조하고 있

던 15XX호선 RO탱크 내부에서 스프레이 도장작업 중 

화재⋅폭발 사고가 발생하여 (주)○○○○코팅산업 소

속 도장공 4명이 사망하였다. 사고발생의 유력한 원인 

중 하나로 도장작업 중 발생한 인화성 액체의 증기가 

최소 연소범위 이상 체류된 RO탱크 내부에서 설치⋅

사용한 일부 조명등이 방폭성능을 유지하지 못하여 점

화원으로 작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에서는 폭발위험장소의 구

분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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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Article 311 of the Regulation 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tandards 
requires the use of Korean Industrial Standards Act in accordance with the Industrial 
Standardization Act. However, the classification, inspection, maintenance, design, 
selection, and installation of explosion hazard locations for explosion and explosion 
prevention and internalization of 'safety' in the performance maintenance phase of 
electrical machinery and equipment There is no technical and institutional management 
plan for remodeling and alteration. Analysis of actual conditions and problems related to 
the installation, use, and maintenance of explosion-proof equipment, comparative 
analysi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echnical standards and systems, technical, 
institutional and administrative systems and systems related to installation, use, and 
maintenance of explosion-proof equipment, technical personnel and qualifications, etc. 
It is to propose legislation, system improvement, and technical standard establishment 
related to the maintenance of explosion-proof facility performance through improvement 
of the necessity and feasibility study for establishment of the legal status of the 
management site and management plan. As technical measures, KS standard revision 
(draft), KOSHA guide (draft) and explosion-proof facility performance maintenance 
manual were presented. In addition, the institutional management plan proposed the 
revised rule 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tandards, the revised rule on the 
restriction of employment of hazardous work, and the manpower training program 
related to the maintenance of explosion-proof facilities and the qualification plan. 
Enhance safety at the installation, use, and maintenance stage of explosion-proof 
structured electrical machinery. It is expected to be used to classify explosion hazards, 
select related equipment, and to update and standardize standards related to installation, 
use and mainte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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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업표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스 또는 분진 

폭발위험장소로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

고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311

조(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의 선정 

등)에서는 폭발위험장소에서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

는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그 증기, 가스 또는 분진에 대하여 적

합한 방폭성능을 가진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를 선

정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그 성능이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로 유지관리 되도록 하여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방폭성능이 항상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관

리하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 사항과 기준이 없어 법의 

현장 작동성이 떨어지고 있어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작성, 검사⋅유지보수, 설계⋅선정 및 설치와 개조⋅

변경 등에 대한 기술적⋅제도적 관리방안의 구체화가 

필요하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논문에서는 방폭설비의 안전성능을 담보하기 위

하여 최근 10년간 화재⋅폭발 중대재해 370건 및 중대

산업사고 65건에 대하여 전기설비가 점화원으로 작용

한 사고원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방폭설비 설치⋅사

용⋅유지보수와 관련하여 현장 실태조사를 사업장 규

모별 및 방폭구조 형식별로 실시하고 방폭설비 성능유

지 관리에 대한 문제점 분석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도

출하였다. 또한 방폭설비 성능유지 관련 IEC 60079-14, 

17, 19관련 KS와 KOSHA Guide의 기술표준 최신화 분

석과 더불어 방폭설비 관련 IECEx CoPC 자격인증제도 

및 국내외 시장 동향 조사를 통하여 국내의 방폭설비 

안전성능을 담보하기 위한 국내 실행 전문가별 방폭설

비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및 성능유지 관련 작업 매

뉴얼 개발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방폭전문인력 양성

교육) 제정(안)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311조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방폭설비 성능유지 실태분석을 통한 관리방안 도출

로 화재⋅폭발 위험장소에서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의 성능저하에 의한 화재⋅폭발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다. 그리고 화재⋅폭발 방지와 방폭설비 안전관리 

시스템에서의 안전의 내재화를 위하여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작성, 검사⋅유지보수, 설계⋅선정 및 설치와 

개조⋅변경 등에 대한 기술적⋅제도적 관리 방안을 수

립하여 방폭설비 성능유지 관련 안전 패러다임을 재편

하고자 한다. 

3. 연구 결과 

3.1 방폭설비 관련 재해 및 사고 현황2,3)

3.1.1 중대재해/중대산업사고 발생 현황

다음의 Fig. 1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전체 화

재⋅폭발 중대재해 중 전기설비가 점화원으로 작용한 

중대재해를 구분한 통계자료이다. 

Fig. 1. The status of serious accidents related to explosion- 
proof facilities.

최근 10년간 화재⋅폭발 중대재해 370건 중 점화원

이 전기설비로 조사된 재해는 37건으로 약 10%를 차

지하고 있으며 관련 재해자수는 103명이었다. 세부 분

석내용은 다음과 같다.

1) 37건 모두 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된 전기기계⋅

기구에서 발생한 전기스파크로 발생

2) 비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사용, 방폭구조 전기

기계⋅기구 성능저하 또는 폭발위험장소로 관리

하지 않는 장소에서의 위험분위기 형성으로 발생

3) 점화원으로 작용한 전기기계⋅기구는 등기구, 전

동기, 스위치, 콘센트 및 분전반/제어반 등임

4) 위험분위기는 대부분 정상상태 또는 정상작업에

서 형성되었으나 누출에 의해 비정상적으로 형성

된 경우도 있음

5) 위험분위기는 대부분 인화성 액체 또는 가연성 

가스에 의하여 형성되었으며, 분진으로 인한 것

은 5건으로 전체 37건 대비 약 13.5% 수준임

다음의 Fig. 2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발생한 중

대산업사고 65건을 발생원인별로 분석한 결과이다. 

원인별로는 작업허가절차 미흡(21건, 32.3%), 안전

작업절차 미흡(20건, 30.8%) 순이며 대부분 인적원인

[48건(73.8%)]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

서 안전작업허가, 안전작업절차 및 작업자 교육훈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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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analysis of causes of major industrial accidents.

적정성 등 휴먼에러에 대한 시스템적 대책이 필요하

다. 또한, 상대적으로 통제하기 쉬운 전기스파크가 점

화원으로 작용한 사고도 15.4%에 달하고 있어 방폭설

비 성능유지를 위한 제도적⋅기술적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

3.1.2 방폭설비 관련 중대재해 원인분석 사례1)

OOO조선해양㈜에서 건조하고 있던 선박의 RO탱크 

내부에서 스프레이 도장작업 중 발생한 화재⋅폭발 재

해 원인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1) 직접원인(방폭구조 전등 상태)

RO탱크 내부에서 사용한 조명등은 4개였고 그 중 3

개가 방폭성능을 유지하지 못하였으며, 1개는 미인증 

모델이었다. 전등 1과 2는 글로브에 각각 균열 및 파손

이 발견되었으며, 글로브와 글로브하우징사이에는 

O-ring 대신 3개의 고무 조각을 부착하였고 케이블 인

입부 또한 이완되어 밀폐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등 3도 케이블 인입부가 이완되어 밀폐되지 않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사업장에서 보유하고 있던 방

폭구조의 전등 글로브를 확인한 결과, 일부는 안전인

증 제품과 다른 사양으로 교체되어 있었다. 이를 토대

로 재해발생 당시 사용한 방폭구조의 전등은 내⋅외부

가 기계적으로 완전히 격리되지 못하여 전등 내부로 

침입한 인화성 증기가 연소범위를 형성하는 순간 전등 

표면의 고온이 자연발화를 일으킨 것으로 추정하였다.

2) 성능유지 및 보수 외주화

방폭구조 전등은 최초 원청에서 완제품을 구매하고, 

그 이후 사내 협력업체가 전등을 유지, 보수하였다. 

협력업체는 여유분을 포함한 방폭구조 전등을 보유하

고 있었으며, 사용 중인 전등을 폐기해야하는 경우 사

진 촬영 및 원청 보고 후에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었다. 이러한 관리구조에서는 협력업체가 

방폭구조 전등의 안전인증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전

등의 구매사양을 결정할 수 도 없다. 원청은 협력업체

에게 방폭구조 전등과 함께 수리작업 표준서를 제공

하였으며, 협력업체가 유지ㆍ보수를 하는 경우 수리작

업 표준서를 토대로 전등을 보수하였다. 하지만 협력

업체는 해당 수리작업 표준서의 내용만으로는 전등의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2차례에 거쳐 유지보

수 교육을 받았으나, 유지ㆍ보수는 정상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았다. 

작업절차는 도장작업 전에 협력업체에서 방폭구조 

전등을 설치하고 도장팀이 들어가 작업을 하는 방식으

로 진행되며, 협력업체는 도장작업에 참여하지 않았고 

도장업체는 설치된 전등을 사용하기만 하였다. 하지만 

도장작업 중 전등의 조도가 낮거나 작업에 방해가 되

는 경우 도장 작업자가 전등을 임의로 이전⋅설치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으며, 이때 전등이 파손되는 경우 도

장 작업자의 요청을 통해 협력업체가 교체를 해주었다.

3) 방폭구조 전등 관리

방폭구조 전등을 구매하는 경우, 원청에서는 안전인

증을 받은 전등을 선정⋅구매하였으나, 안정기 부분은 

설계도면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관하여 원청에서는 정부에서 안전인증을 실시하기 때

문에 안전인증품을 구매하는 경우 도면까지 확인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실제로 안전인증을 받은 형식과 다

른 제품의 인증서가 부착되는 경우도 있어 전등의 안

전인증 유지여부에 대한 신뢰성도 부족하고, 안전인증 

이후 시중에 유통되는 방폭구조 전등의 시장 모니터링

도 정기적으로 실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1.3 시사점

현행과 같은 방폭설비의 유지관리 행태로는 방폭설

비 안전성능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고 고용노

동부의 수거⋅확인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실

시되고 있어 다음의 사항을 제안한다.

1) 방폭설비의 수리 및 재생에 관한 국내 기술표준

부재로 안전인증을 받은 방폭설비의 성능유지와 

유지⋅보수 관련 기술표준 마련이 필요하다.

2) 폭발위험장소의 위험도에 적합한 방폭설비의 선

정 및 유지관리가 전기기계⋅기구가 점화원으로 

작용하여 화재⋅폭발을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근본 대책이므로 작업자의 전문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자격인증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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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방폭설비 성능유지 관련 실태 분석

3.2.1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안전인증 현황4)

다음의 Fig. 3은 최근 10년간 기관별 방폭구조 전기

기계⋅기구 안전인증 현황이다.

Fig. 3. The status of safety certification by institution.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안전인증은 안전보건공단

(KOSHA), 가스안전공사(KGS) 및 한국산업기술시험원

(KTL)에서 각각 실시하고 있다. 방폭구조 전기기계⋅

기구를 제조 또는 수입하려고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

법 제34조(안전인증)에 근거하여 방폭구조 전기기계⋅

기구 및 부품에 대하여 형식별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안전인증의 형식별 제

품심사 건수는 매년 평균 1,800여건 정도였다. 이는 매

년 최소 1,800여건 이상의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가 

산업현장에 신규⋅교체 설치된다는 반증이 될 수 있으

며, 현장 설치 및 사용 단계에서의 실용적인 안전성 관

리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3.2.2 방폭설비 성능유지 관리 시스템 분석

폭발위험장소에서의 전기기계⋅기구에 의한 화재⋅

폭발 방지를 위한 안전시스템은 다음의 Fig. 4와 같다.

Fig. 4. The safety system of fire and explosion prevention.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가연성 가스 등을 제조⋅취급 

또는 사용하는 장소와 인화성 고체를 제조⋅사용하는 

장소에 대하여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

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폭발위험장소로 설정⋅관리하

여야 한다. 그리고 해당 폭발위험장소에서 전기기계⋅

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

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그 증기, 가스 또는 

분진에 대하여 적합한 폭발방지 성능을 가진 방폭구조 

전기 기계⋅기구를 선정⋅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산업

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에 따라 방폭구조 전기 

기계⋅기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안전인증기준

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한다.

안전인증을 받은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에 대하

여 그 성능이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로 

유지⋅관리되도록 하여야 하나, 방폭설비 성능유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방안 부재로 폭발위험장소에서의 

화재⋅폭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에서 변동성을 초래하

고 그 변동성 증가로 인하여 해당 시스템에서의 사고

발생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시스템의 변

동성에 대한 응답성을 향상하고 변동성의 최소화를 위

하여 안전한 관리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관리방안 수

립을 위하여 방폭설비 성능유지 관련 국내 기술표준 

최신화 및 국외 기술표준과의 부합화가 필요하다. 더

불어 폭발위험장소에서의 전기기계⋅기구에 의한 화재

⋅폭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의 응답성을 향상하고 변동

성을 최소화하여 방폭설비의 성능을 안전하고 정상적

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 운

용인력의 전문화 및 자격인증제도가 필요하다.

3.2.3 PSM에서 방폭설비 안전성 확인

공정안전보고서 심사⋅확인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6에 의거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업

종 또는 업종 이외의 사업장으로서 시행규칙 별표10의 

유해위험물질 중 하나 이상을 하루 동안 최대로 규정

량 이상 제조취급 또는 저장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운

영과 관련된 모든 공정설비를 말한다.

1) PSM 이행상태평가 지적사항 분석

2017년도 OO권 중방센터 PSM 이행수준 평가내용중 

방폭설비와 관련한 지적사항을 다음의 Fig. 5와 같이 

분석 및 도출하였다.

PSM 이행수준 평가항목 중 공정안전자료 관련 지적

사항 528건을 분석해 보면, PSV, MSDS, 가스검지기 

및 방폭설비 순으로 지적건수가 많았으며 방폭설비는 

74건으로 전체의 약 14%를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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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he evaluation of PSM performance levels related to 
explosion proof facilities.

2) 안전성 확인 수준

첫째, PSM에서의 방폭설비 안전성 확인은 시행령 

제33조의6(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에 근거하여 

사업장 내 폭발위험장소 전체가 아닌 일부 대상 공정

⋅설비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전체 방

폭설비 성능유지 상태의 확인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

둘째, 시행규칙 제130조의2(공정안전보고서 세부내

용)에는 유해⋅위험설비의 목록 및 사양, 운전방법을 

알 수 있는 공정도면과 폭발위험장소 구분도만 포함하

고 있으며, 폭발위험장소에 적합한 방폭구조 전기기계

⋅기구의 선정 정도만 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공정안

전보고서 확인 시점에서의 방폭설비에 안전성 확인은 

전수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설비 점검⋅검사 

및 보수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서를 포함하고 있으나 

생산설비를 포함한 포괄적 설비에 대한 계획 및 지침

서 수준으로 방폭설비의 성능유지를 위한 세부 기술적 

내용까지는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시행규칙 제130조의6(확인 등)에서는 유해⋅

위험설비의 설치, 공정 변경, 사고 및 결함이 발생한 

경우 공단의 심사⋅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 이 시점

에서 방폭설비 성능유지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지고 있

으나 설비의 운영과정에서 방폭설비의 교체 및 노후화 

등에 의한 성능저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령 제130조7에 의거 고용노동

부장관은 주기적으로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

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행상태 평가에 초점이 맞

추어져 있어 방폭설비의 성능유지에 대한 확인은 제대

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고 심사⋅확인 대상공정

에 대해서만 평가가 실시되고 사업장 전체 공정에 설

치된 방폭설비의 건전성 확인은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

되었다.

결론적으로 PSM 대상공정에서의 안전성 확인은 설

Table 1. The additional needed metrics of PSM

Division Evaluation item

Facility 
operation, 

maintenance, 
and safety 

management

The production / management competence

The operation of Work Permit System (PTW)

The status of facility register and certificate management 

The risk assessment of equipment

The condition of protective measures according to risk 
assessment of equipment

The isolation status of hazardous area and non-hazardous 
area

The construction of ventilation facilities in the workplace 

Whether the equipment has maintenance procedures

The facility maintenance plan establishment and 
performance management

The calibration status of the instrument

The status of hazardous substance management 

Explosion-proof 
facility 

management 
system operation 

and technical 
capability

The nomination of explosion proof manager 

The Eligibility of explosion proof manager and personnel

The status management of explosion-proof document 

The explosion risk assessment of process and facilities

The hazardous area classification by Risk assessment

The explosion-proof equipment registration register and 
type approval certificate management status

The cause analysis and improvement of design problems

Explosion-proof 
Facility 

Performance 
Maintenance 
Management 

Status

The eligibility of inspection personnel

The preservation and management status of products and 
facilities

The management level of purchased goods and material 
management status

The classification management status of explosion-proof 
/ non-explosion proof equipment

치, 변경초기에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설비

의 운영과정에서의 교체, 노후화 등에 의한 성능저하 

확인은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있으며, PSM 대상 이외

의 공정⋅설비의 경우 방폭설비 성능유지를 위한 관리

방안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기술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심사 및 확인 대상에서의 방폭설비 성능유

지 평가항목을 Table 1과 같이 제안한다.

3.2.4 플랜트 공사 실태 분석

공정 변경⋅신설에 따른 방폭설비 설치공사 및 유지

⋅보수는 Fig. 6과 같이 진행되며, 단계별로 예상 및 발

생되는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1) 설계 단계

대부분의 화학 플랜트는 Turn-key방식으로 건설되고 

위험장소 구분과 관련해서도 회사 내부의 전문가가 없

어 외부에 설계를 의뢰하게 된다. 설계를 의뢰받은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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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는 위험장소 구분에 대한 능력은 보유하고 있지만 

해당 플랜트에서 취급하는 물질 및 공정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폭발위험장소 구분도를 작성

하게 되고 이를 근거로 엔지니어링 업체에서는 해당 

지역에 설치할 전기기계⋅기구의 방폭등급과 구조를 

결정하게 된다. 이와 같은 설계과정에서 폭발위험장소 

구분 오류 및 업무 이원화로 잘못된 방폭설비의 선정 

가능성이 커진다.

2) 조달 단계

설계내용을 근거로 방폭설비의 구매를 추진하게 되

는데 이 과정에서도 최저가 입찰에 의한 위험이 끼어

들게 된다. 가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최저가 입찰

의 특성으로 인해 미인증제품으로 응찰한 업체가 선정

될 수도 있고 설계기준과 상이한 제품이 구매될 수 있

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3) 건설단계

건설단계에서도 공사비 절감을 위해 방폭설비 설치 

전문업체가 아닌 일반 전기공사업체에 시공을 맡길 경

우 방폭설비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시공으로 

방폭설비의 성능을 유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

4) 유지⋅보수단계5)

방폭설비의 구조별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비를 운영할 경우, 결함을 조기에 발견하기도 어렵

고 보수작업 시 방폭설비의 구조적 특성을 파괴할 가

능성이 커진다.

3.2.5 시사점

방폭설비 성능유지 관련 실태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1) 방폭설비의 안전인증 이후 설치⋅사용 단계에서

의 표준 관리방안이 없으므로 제도적 보완 필요

2) 방폭설비 설치⋅사용 관련 기준이 미비하여 성능

저하 문제 발생 시 초기 대응 곤란

3) 위험장소 구분상태가 미흡하고 폭발위험장소에서 

일반구조 전기기계⋅기구 설치사용

4) 설치⋅사용 중인 방폭설비의 사용/내구 연한 관련 

기준 설정 필요

5) 방폭설비의 설치⋅사용 및 유지⋅보수 상태가 전

반적으로 미흡하여 화재⋅폭발위험 상존

6) 방폭설비 성능유지 관련 기술표준 최신화 및 법

적기준 명확화 필요

Fig. 6. The diagram of explosion proof facilities installation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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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방폭설비 성능유지를 위한 관리방안

3.3.1 기술적 관리방안6)

폭발위험장소에서의 전기기계⋅기구에 의한 화재⋅

폭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관리방안 수립을 위하여 방

폭설비 성능유지 관련 국내⋅외 기술표준 비교표를 

Table 2와 같이 제시하였다.

Table 2. The domestic technical standards update chart

Standard IEC KS KOSHA Guide

Compatibility 60079/61241etc 60079/61241etc N/A

Area classification 60079-10 60079-10 E-150~153(2016)

Install 60079-14(2013) 60079-14(2017) E-172-2018

Inspection 60079-17(2013) 60079-17(2017) Revision required
(E-101-2014)

Maintenance 60079-19(2015) establishment 
required E-177-2019

Certificate 
authority

IEC/ISO 17024 Q IEC/ISO 
17024

N/A

방폭설비 성능유지 관련 국내 기술표준은 위험장소 구

분, 설치, 검사와 수리, 정비 및 재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위험장소구분 및 설치 표준의 경우 KS와 KOSHA Guide

가 최신성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다. 검사 표준은 KS의 

경우 최신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KOSHA Guide의 경우 

제정이 필요하다. 또한 수리, 정비 및 재생의 경우는 KS 

규격이 없는 상태로 관련 KS 표준의 제정이 필요하다.

관리방안의 일환으로 관련 작업의 효율화 및 체계화

를 위하여 IEC/KS 규격을 토대로 Fig. 7 및 Fig. 8과 같

이 방폭설비 검사작업 매뉴얼과 방폭설비 수리작업 매

뉴얼을 각각 제안한다. 

Fig. 7. The inspection work manual of explosion proof 

facilities.

Fig. 8. The repair work manual of explosion proof facilities.

3.3.2 제도적 관리방안

(1) 방폭설비 성능유지 관련 전문인력 양성7-10)

폭발위험장소 구분 및 방폭설비 설치⋅사용⋅유지

보수 등에 대한 안전성 평가는 취지나 목적 그리고 절

차에 대한 규정화는 가능하지만 세부내용을 나열하여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평가 

대상 및 적정성 등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규정에 의존

하기보다는 안전보건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Table 3. The domestic execution expert classification

IEC Expert
KOSHA 
Guide

IECEx 
CoPC

Absent
[60079-10-1 Cl 4.4] Area classification E-99

Unit 002
Unit 009

Designers
[60079-14

Annex A Cl A.2.3]
Designer E-172 Unit 009

Operatives/technicians
[60079-14

Annex A Cl A.2.2]

Install, selection
operatives E-172 Unit 003

Unit 006

Responsible persons
[60079-14

Annex A Cl A.2.1]

Install, selection
responsible persons E-172 Unit 003

Unit 006

Operatives/technicians
[60079-17

Annex A Cl A.2.2]

Inspect, maintenance
technicians E-101 Unit 001

Responsible persons
[60079-17

Annex A Cl A.2.1]

Inspect, maintenance
Responsible persons E-101

Unit 004
Unit 007
Unit 008

Operatives
[60079-19

Annex B Cl B.2.2]

Repair, overhaul, 
reclamation
Operatives

E-177 Unit 005

Responsible persons
[60079-19

Annex B Cl B.2.1]

Repair, overhaul, 
reclamation

Responsible persons
E-177 Unit 005

Ex authorized person(s)
[80079-34 Cl 5.3]

Ex authorized 
person(s) Not Unit 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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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training contents by IECEx CoPC Unit

IECEx 
CoPC Contents Qualification

EX 000
Basic knowledge and awareness to enter a site 
that includes a classified hazardous area No

EX 001 Apply basic principles of protection in 
explosive atmosphere No

EX 002 Perform classification of hazardous areas Owner of 001

EX 003
Install explosion-protected equipment and 
wiring systems Owner of 001

EX 004 Maintain equipment in explosive atmospheres Owner of 001

EX 005 Overhaul and repair of explosion-protected 
equipment

Owner of 001

EX 006 Test electrical installations in or associated with 
explosive atmospheres

Owner of 001

EX 007
Perform visual and close inspection of electrical 
installations in or associated with explosive 
atmospheres

Owner of 001

EX 008
Perform detailed inspection of electrical 
installations in or associated with explosive 
atmospheres

Owner of 001

EX 009 Design electrical installations in or associated 
with explosive atmospheres

Owner of 001

EX 010
Perform audit inspection of electrical 
installations in or associated with explosive 
atmospheres

Owner of 001

양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방폭설비 

성능유지 관련 전문인력 양성과 함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격인증제도가 필요하다.

방폭 전문인력 양성교육 프로그램은 국제적으로 통

용되고 있는 방폭 교육 훈련 프로그램인 IECEx CoPC 

과정을 채택하거나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수준으로 

체계화하여 도입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3과 같이 IECEx 기준으로 KOSHA Guide에 근

거하여 국내 산업현장에 적용 가능한 실행 전문가를 

구분하였다.

IECEx CoPC Unit별 교육내용은 Table 4와 같다. 

Fig. 9. The expert competency standards and training and 
test time by task.

그리고 방폭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작업별 전문가 

역량기준과 교육 및 시험시간을 Fig. 9와 같이 정리하

였다.

(2) 산업안전보건법 등 개정 필요성11-12)

첫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3조의3(방폭전문

인력 양성교육)를 신설하여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를 

작성⋅관리하거나 폭발위험장소에서 방폭구조 전기기

계⋅기구를 선정, 설치 및 유지⋅관리하는 사람의 인

력 수급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단

(KOSHA)이나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자격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의 명확화가 

필요하다.

둘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1조(폭발

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의 선정 등) 제2

항을 개정하여 사업주가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에 

대하여 산업화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

하는 기준으로 그 성능이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로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하여 법적근거

의 명확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안전인

증대상 기계기구 등) 제1항 제2호 방호장치 항목에 포

함되어 있는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을 별도 

항목으로 분리구분 및 추가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

하다.

4. 고 찰

본 연구의 결과로는 폭발위험장소에서의 화재⋅폭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의 변동성에 대한 응답성을 향상하고 

변동성의 최소화를 위한 안전한 제어 방안을 수립하였

다. 또한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의 성능을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기술

적⋅제도적 관리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방폭설비 성능유지 관련 국내 기술표준 최신성 

분석을 통하여 IEC/KS/KOSHA Guide 제⋅개정 

제안

2) IEC 및 KS 규격을 기반으로 작업자가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폭설비 성능유지 작업 매뉴얼 

구성 및 실용화

3) 자격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사전작업의 일환으로 

방폭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KOSHA형 실행 전문

가 구분과 함께 자격교육 프로그램 마련

4) 방폭설비 성능유지 관련 자격인증제도와 기술표

준의 근거 마련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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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개정 제안

향후, 방폭설비 성능유지를 위한 기술적⋅제도적 관리

방안의 산업현장 적용을 통한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1) 방폭설비 성능유지 시스템에서 구성요소 간의 변

동성 최소화 및 응답성 향상 등 탄력성 강화로 방

폭설비에 의한 화재⋅폭발을 사전적⋅시스템적 

관점에서 예방

2) 급증하는 방폭시장 및 전문인력 수요 대응을 위

한 기술적⋅제도적 관리방안 제시로 방폭안전 패

러다임 전환 및 안전관리 수준 향상

3) 시스템의 안전한 운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교육

과정 및 자격인증제도 도입 등 미래사업 발굴로 

공단의 공신력 제고

4) 안전인증 이후 관리방안 제시를 통해 방폭설비의 

전 생애 관리시스템 정착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의 후속조치 수행 및 실용화

를 위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1) 인력양성을 위한 국내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 구

축 및 자격인증제도 도입

2)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및 자격인증제도 

시행 관련 사업

3) 방폭설비 성능유지 관련 전문 전기공사업 면허 

및 업체 등록제도 도입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방폭설비 성능유지 관련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분석, 국내외 기술기준, 규격 및 제도 등

의 문헌조사, 방폭설비 국내외 시장 동향 분석, 방폭설

비 설치⋅사용 사업장 현장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화

재⋅폭발 위험장소에서의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의 

성능저하에 의한 화재⋅폭발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방

폭설비 안전성능을 담보할 수 있는 기술적⋅제도적 관

리방안 수립을 통하여 방폭설비 안전관리 시스템을 재

편하고 도출된 관리방안을 시스템 요소별로 정착시키

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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