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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국가산업단지 지진재난 안전관리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지진재난 안전관리 문제점을 조사

하기 위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안전관리 운연현황 및 실무자 면담조사를 수행하였다. 또한, 전국 국가산업단지 28개소를 대상으로 

내진설계 적용실태조사를 수행하였다. 상기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통합 정리한 후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하여 내진관련 법적규제 

강화 등의 5가지 항목으로 분류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은 향후 국가산업단지 내진성능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기대된다.

핵심용어: 국가산업단지, 지진재난, 내진설계, 안전관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problems of the earthquake disaster safety management in the national industrial complexes and 

to suggest improvement counter-measure. Literature review for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of the Korea Industrial Complex 

Corporation and interview with practitioners was conducted. and Seismic design application survey was conducted on 28 national 

industrial complexes. In order to improve Earthquake Disaster Safety Management, Counter-measures were suggested such as the 

reinforcement of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Seismic. It is expected that the improvement counter-measures presented in this study can be 

used as policy-making data for improving the seismic performance of the national industrial complexe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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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최근 인접국인 중국, 일본 등을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지진대비 안

전성 확보를 위하여 1988년 건축법을 개정하여 최초 내진설계개념을 도입하였으며, 2008년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으

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주요기관 시설물을 보호를 목적으로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을 제정하여 시설물 보

강, 지원계획 마련 및 내진설계 의무대상 범위를 확대하였다. 그러나 2016년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규모 5.8)과 2017년 포항

에서 발생한 지진(규모 5.4)이 1978년 지진관측 이래 최대 규모 1, 2위를 기록하면서 막대한 재산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2019). 이에 따라 기존 지진 안전지역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지진 재난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재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국토 및 지역균형발전, 산업경쟁력 향상 등을 목적으로 전략적으로 조성되는 산업단지의 생산액은 총 985조원에 달

하며, 산업단지가 전국 제조업 생산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 68.5%, 73.6%로 국내 경제 및 산업에서 중추적인 역할

을 수행(Korea Industrial Complex Corporation, 2016)하고 있어 지진 재난 발생 시 인명 피해뿐만이 아니라 국가경제에 막

대한 손실 발생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관리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하여 안전지도 및 점검 등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관계법령별 관리주체 업무중복 및 책임소재 불명, 산업단지 내 시

설물 내진설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리 미흡 등으로 인해 지진재난의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 안전관리 운영현황 조사 및 내진설계적용실태 조사를 통

해 지진재난 안전관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국가산업단지 지진재난 안전관리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관리주체인 한국산업

단지공단 안전관리 운영체계 및 면담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전국 산업단지 중 국가산업단지 28개소를 대상으로 내진설계 적

용여부 실태조사를 병행하여 수행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현행 국가산업단지 안전관리 문제점을 통합 재정리한다. 이후 관련 

문헌조사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상기와 같이 정리된 연구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산업단지 지진재난 안전관리와 관련된 정책 및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본 연구 목적, 범위 및 절차 등을 수립한다. 

둘째, 국가산업단지 관련 주체인 한국산업단지공단 안전관련 현황 조사를 실시한 후 공단 및 사업장 안전담당 실무자를 대

상으로 면담조사를 수행하여 지진재난 안전관리 문제점을 조사한다. 

셋째, 국가산업단지 28개소를 대상으로 건축물 관리대장 등 문헌조사와 함께 내진설계적용 실태조사표를 활용하여 내진

설계적용 자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데이터베이스 구축과정에서 지진재난 안전관리 문제점을 조사한다. 

넷째, 상기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들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통합 재정리한 후 선행연구 및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하

여 국가산업단지 지진재난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2. 선행연구

국내의 경우 산업단지 및 지진재난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Koo(2017)는 대규모 LNG저장시설 조성 시 지진

과 도미노 효과를 고려한 위험서 평가를 통해 산업단지 내 시설의 위험도를 정량화 하였으며 Kim(2008)은 지진파 생성프로

그램을 활용하여 울산 석유화학단지의 지진위험도를 평가하였다. 또한 Yang(2015)는 구미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설문

조사를 통해 구조 고도화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Ko(2009)는 천안 제4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입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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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고려사항 및 국내외 산업단지 분양 사례분석결과를 종합하여 효율적인 분양방법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국내 선행연구 사례를 보면 일부 산업단지 지진 위험성 평가, 산업단지 고도화 및 분양률 향상과 관련된 연구로 한정적으

로 수행되고 있으며, 현행 산업단지 지진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연구가 수행되었다. 

영국은 국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외영향평가와 유사한 정책인 LUP(Land Use Planning) 제도에 따라 산업단지와 같은 

중대위험시설 설치 혹은 중대위험시설 주변의 개발계획 수립하는 경우 잠재적인 사고에 대한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여 미리 

입지 여부에 대하여 인허가를 승인하고 있다(Franks, 2004). 또한 사고빈도(Frequency)와 사고영향(Consequence)을 통해 

시설의 입지 여부 판정을 위한 위험도를 판정한다. 사고빈도(고장빈도)는 과거 사고이력, 사고발생 가능성 예측 모델, 전문가 

판단 등을 통해 공정 내 잠재적인 위험의 발생가능성을 분석하는 것이며, 이때 과거 지진발생 당시의 자료를 기반으로 고장

빈도를 도출함으로써 지진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고려한다(HSE, 2012).

미국 환경보호청(EPA)는 RMP(Risk Management Plan)을 통해 규정 수량 이상 독성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에서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 밖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취급시설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안전대책을 반영하고 있다. RMP 규정

에는 영국의 LUP 제도에서와 같이 자연재해를 고려한 외부 위험성 분석을 요구하는 사항은 없지만, 산업시설별로 내진설계 

적용을 통해 지진으로 인한 화학물질 누출사고를 대비하고 있다(Cruz, 2016).

일본은 방화벽, 탱크고정, 지진센터 등 예방 인프라를 구축 및 강화하여 산업단지의 지진위험을 간접적으로 관리하고 있

다. 산업단지 내 제한된 토지로 인해 기존 시설의 경우 토지이용계획 구현이 어려우므로, 방화벽, 탱크 고정, 지진 해일로부터

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언덕 설치 등 다양한 완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추가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시설은 보다 덜 위험

한 장소로 장비나 시설을 이동한다(OECD, 2012).

그러나 국내에서 국가산업단지와 같은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내진설계는 장외영향평가서 혹은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시, 내진설계 여부를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기준에 준용하는 의미로 규정되어 

있고, 화학시설별 내진설계(예, 미국의 RMP)나 지진구역별 내진설계(예, 프랑스 지진구역도별 산업시설 내진설계)와 같은 

상세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3. 국가산업단지 지진재난 안전관리 문제점 조사 

3.1 국가산업단지 지진재난 안전관리 문제점 조사 절차 및 방법

국토 및 지역균형발전, 산업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복합시설물이 집단 조성되는 산업단지의 특성상 지진재난 발생 시 막

대한 인명피해 및 경제적 손실이 발생될 우려가 높다.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

재 국가산업단지 지진재난 안전관리의 문제점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산업단지 운영주체인 한국산업단지

공단 안전관리 운영현황 및 내진설계 적용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국가지진재난 안전관리 문제점 조사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세부설명은 다음과 같다(Fig. 1). 첫째, 국가산업단지 관리주체

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의 법규, 지침 및 주요업무 현황 등의 문헌 조사를 수행한 후 이를 기초로 한국산업단지공단 및 입주업

체 안전담당 실무자를 대상으로 직접방문·면담하여 현행 지진재난 안전관리 문제점을 조사한다. 둘째, 건축물 관리대장 등 

문헌조사 및 내진실태조사표를 활용한 서면조사를 통해 국가산업단지 내진설계 적용실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후 국가산

업단지 내진설계 적용현황 및 조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확인한다. 셋째, 상기 과정에서 조사된 문제점을 전문가의 의견

을 반영하여 통합 재정리한 후 국가산업단지 지진재난 안전관리 개선방안 제시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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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rocedure and method of investigating earthquake safety issues

3.2 한국산업단지공단 안전관리 운영현황 및 면담조사

국가산업단지의 지진재난 안전관리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가산업단지의 관리주체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안전관

리 체계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따라서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안전 관련 법적근거, 인력운영체계 및 주요 업무내용을 조사하였

다. 한국산업단지공단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재난관리책임기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58조

(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등)’, ‘산업단지 관리지침 제16조 (안전관리 등의 지도)’ 등의 안전관리 법령과 관련되어 있으며, 주요 관

할대상은 국가산단 32개소, 일반산단 13개소, 외투지역 14개소, 농공단지 2개소이다. 그리고 기업지원본부장을 중심으로 입

지안전실을 설치하고 합동방재센터와 협업관계를 유지하며 다음과 같이 안전관리 운영체계를 구성하고 있다(Fig. 2).1)

Fig. 2. Safety operation system of Korea Industrial Complex Corporation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업단지의 개발 및 관리와 기업체의 산업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국가

산업단지 32개를 포함한 총 61개의 산업단지를 관리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

되어 소관대상시설물에 대한 재난예방 관리체계구축, 안전관련 홍보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산업집적활성

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지침에 의거 안전전문기관(소방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및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안전점검 및 지도, 안전교육 및 캠페인 등의 사전예방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진 등을 비롯한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유관기

1) 한국산업단지공단 조직도 및 인력구성은 2017년 기준으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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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에 전파 및 복구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업무는 공단 내 입지안전실과 각 지역본부·지사(안전지원센터)에

서 담당하고 있다. 또한, 산업단지 내 복합 다양화하는 각종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산업단지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심의 및 자

문지원을 위하여 안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지원본부장을 위원장으로 15명 내외의 전문가로 구성하여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등의 심의 및 정책, 제도 개선 등 관련 자문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산업단지 운영주체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업무범위 및 체계 등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각 지역본부·

지사 및 입주기업 실무안전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현행 지진재난 안전관리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한 면담조사를 수행하였

으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Table 1). 

Table 1. Overview of interviews with hands-on safety workers of national industrial complexes

Type Description

Investigation period - 10. 2017 ~ 12. 2017

Investigation targets
- Safety personnel of 23 regional headquarters and branches of Korea Industrial Complex Corporation

- Safety personnel of 17 occupant companies (intensive control facilities)

Investigation details
- Inspection of disaster safety control

- Safeyt inspection of each facility nd business place

본 연구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역본부/지사 및 입주기업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직접 방문하여 지진재난 안전관리 이행 

여부 등에 대한 면담조사를 수행하였으며, 도출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3.2.1 안전점검 법적근거 부족 및 점검 효율성 저하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에 의거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안전관리에 관련하

Table 2. Current status of safety control agencies in each field

Type Relevant Law Duties Agency Ministry

Safety education and 

industrial accident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Investigation of work 

environment and accident

Korea Occupat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Gas safety
High-Pressure Gas Safety 

Control Act

Safety of high-pressure 

gas equipment

Korea Gas Safety 

Corporation
Ministry of Industry

Electrical safety Electricity Business Act
Safety inspection of 

electrical equipment

Korea Electrical Safety 

Corporation
Ministry of Industry

Fire-fighting safety

Act on Installation and 

Maintenance of 

Fire-Fighting Systems

Safety inspection of 

fire-fighting systems
Fire Station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Handling of dangerous 

articles

Safety Control of 

Dangerous Substances Act
Dangerous article storages Fire Station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Hazardous chemical 

substances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Toxic substances and 

hazardous chemical 

substances

Regional Environmental 

Office,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Ministry of Environment

Oil pipeline safety
Oil Pipeline Safety 

Control Act
Oil pipeline safety control

Korea Gas Safety 

Corporation, local 

government

Ministry of Industry

Natural disasters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Natural disasters Local government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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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법적인 강제력이 없다. 또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의거 안전지도 권한

만을 부여하고 있으며, 안전지도 시 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 산업단지 내 각종시설물 및 사업

장의 안전관리 업무는 다음과 같이 각 부처별 소관 법에 의거 수행됨에 따라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Table 2). 또

한, 동일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이 연간 10차례 이상 진행되어 사업장에 대한 부담을 초래하며, 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소

관부처가 모호하여 업무효율성이 저하된다. 

3.2.2 지진재난 대비 안전관련 재원 확보 한계

대기업의 경우 별도의 안전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안전관리담당자 고용, 연차별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계획 수립 등의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향후 발생 가능한 지진 등의 재난에 대비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규모 입주업체의 경우 예산

확보의 한계로 사업장 내 위험시설물 점검 및 내진성능평가 등이 주기적으로 수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일부 위험

시설물에 대한 적절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나 부족한 재원으로 인한 단기적인 보수 업무만이 수행

되고 있다. 

3.2.3 안전지도 및 점검 인력부족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안전지도는 동절기, 해빙기 등 취약시기에 집중하여 단지 내 안전여건 및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지

도 및 점검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내 안전관리 담당자는 총 40명 정도로 한 명당 담당해야하는 업체의 수

(2017년 기준 입주업체 19,703개)가 과다함에 따라 업무피로도 증가에 따른 형식적인 안전지도 및 점검이 이루어질 우려

가 존재한다. 

3.2.4 지진 재난 안전 전문성 함양 미흡 

재난 상황에서 각 주체들이 유기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에 의거 훈련을 통해 전문화가 

요구된다. 한국산업단지공단 내 안전담당자는 입주관리업무와 겸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입주업체 관리, 구

조고도화 등과 관련된 업무에 치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난안전교육 역시 외부기관에 위탁교육위주로 운영됨에 따라 한국산

업단지공단 안전담당자의 재난관리 역량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입주업체의 경우에도 안전 관리자를 고용하는 것이 아닌 

겸직업무를 수행하거나 필요시 외부업체에 위탁 관리하고 있어 공단 및 입주업체 안전담당자의 전문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3.3 국가산업단지 내진설계 실태조사

지진 피해 예방 및 발생 시 피해를 최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건축법 및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을 제정하여 내진설계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적용하고 있다. 국가산업단지 내 시설물 역시 관련 법규에 의거 내진설계적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현행 국가

산업단지 지진재난 안전관리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국가산업단지 내진설계 적용실태 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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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Overview of seismic design status of natonal industrial complexes

Type Description

Investigation period - 05. 2017 ~ 12. 2017

Investigation targets

- 28 national industrial complexes around the nation (excluding Daegu, Pohang Blue Valley, Bitgreen, 

Jangseong)

  ∙ 19,703 occupant companies / 41,914 offices

Investigation method
- Literature review (building registers, seismic design confirmation)

- Interview and document investigation on occupant companies (using the seismic status checklist)

상기 Table 4와 같이 전국 28개 국가산업단지에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건축물관리대장 등 문헌조사를 수행하였으며, 필요

시 입주업체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내진실태 조사표를 활용하여 방문 및 서면조사를 병행하여 수행하였다

(Fig. 3). 조사항목(연면적, 건축허가일, 내진설계 적용여부 등)은 엑셀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국

가산업단지 내진설계 실태조사 조사과정에서 국가산업단지 조성 목적 및 시기에 따라 적용되는 내진설계 기준이 상이함에 

따라 현행 내진설계 기준이 아닌 건축허가 당시 내진설계기준으로 내진설계 적용여부를 판단하였다. 

Fig. 3. Work sheet and database on seismic design status of national industrial complex

상기 Fig. 3과 같이 국가산업단지 내진설계 적용실태 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연도별 국가산업단지 내진설계 적용실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4). 

Table 4. Results of annual investigation on seismic design status of national industrial complex

Type Gross area [m2] Seismic design area [m2] Earthquake-proof rate [%]

~ 1979 4,706,452 - 0.0

1980~1989 10,859,010 480,704 4.4

1990~1999 18,088,014 3,660,418 20.2

2000~2009 28,421,857 17,979,067 63.3

2010 ~ 10,995,355 9,684,202 88.1

Unknown 4,539,857 - 0.0

Total 77,610,545 31,804,391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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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Table 5와 같이 건축허가시점을 기준으로 조사된 연도별 국가산업단지의 내진설계적용 실태조사 결과를 정리하였다.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된 이후 내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0년 이후 조성된 국가산업단지의 내진율이 88.1%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1988년 건축법 개정으로 내진설계 기준이 최초로 마련된 이후 내진설계 적용 의무화 대상

이 점차 확대되면서 국가산업단지의 내진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것으로 판단된다. 국가산업단지 내 조성된 시설물의 용도에 

따른 내진설계 적용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의 건축물 용도구분에 따라 재정리하였다(Table 5).

Table 5. Results of investigation on seismic design status of national industrial complex for each building type

Type
Gross area 

[m2] 

Seismic 

design area 

[m2] 

Earthquake-

proof rate 

[%]

Type
Gross area 

[m2] 

Seismic 

design area 

[m2] 

Earthquake-

proof rate 

[%]

Detached house 56,434 52,775 93.5 Plant 74,734,703 30,670,795 41.0

Apartment house 343,861 145,599 42.3 Warehouse 917,858 381,860 41.6

Type 1 neighborhood 

facility 
50,889 18,300 36.0

Facility to store and 

treat dangerous 

substances

393,507 177,215 45.0

Type 2 neighborhood 

facility 
162,592 10,997 6.8 Automobile facility 71,614 6,725 9.4

Cultural and assembly 

facility
5,277 4,749 90.0

Animal or 

plant-related facility
102 - -

Religious facility - - -
Resource recycling 

facility
23,375 4,432 19.0

Sales facility 60,979 59,970 98.3
Correctional and 

military facility
379 - -

Transportation facility 23,578 10,529 44.7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facility
31 - -

Medical facility 21,189 21,189 100 Cemetery facility - - -

Education, research, 

and welfare facility
256,527 90,897 35.4

Power generation 

facility
665 - -

Elderly and child 

facility
10,442 - -

Tour and resting 

facility
12 - -

Training facility - - - Funeral facility - - -

Exercise facility 522 - - Camp facility - - -

Business facility 438,276 131,287 30.0 Unclassified 20,663 - -

Lodging facility 17,072 17,072 100
Total 77,610,545 31,804,391 41.0

Recreational facility - - -

건축물 용도별 국가산업단지 내진설계적용 실태조사 결과와 같이 건축물의 용도는 총 29가지로 분류된다. 산업단지 총생

산액 중 국가산업단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56.04%로(Korea Industrial Complex Corporation, 2016) 국가경제에 기여도가 

상대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제조 목적으로 이용되는 공장의 연면적이 96.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

었으며, 종교, 수련 등의 시설은 미 조성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내진설계가 적용된 면적의 비율 즉, 내진율은 41.0%로 확인되

었으며, 이는 공장 시설의 내진율과 동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판매, 숙박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연면적 비율이 4.7%로 

공장시설 연면적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국가산업단지 내진율이 미치는 영향이 미비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국가산업

단지 내진율 향상을 위해서는 공장용도 내 각종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가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필요시 보강조

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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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이 국가산업단지 내진설계 적용실태조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지진재난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문제점

을 정리하였으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건축물 이외의 저장탱크, 배관, 설비 등 공작물의 경우 건축법상 승인, 허가 대상이 아닌 신고대상이다. 따라서 한정

된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안전인력으로 담당 단지 내 공작물 설치여부, 위반사항 등을 전수 조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건축

주, 입주업체 등의 신고내용에 의존해야하는 한계가 있다. 또한, 공작물 전산관리 등록이 시행된 2005년 이전 문서자료 폐기, 

보관미흡으로 인해 정확한 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상기와 같은 이유로 본 연구에서 공작물 내진설계 적용실태조사는 제

외되었으며, 향후 이에 대한 보완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건축물관리대장을 기준으로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수집함에 따라 설계당시 국외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하거나, 입주

업체 자체적으로 내진보강공사를 수행한 경우 확인에 한계가 있다. 또한, 관련 내용이 기업 내부 정보에 해당함에 따라 이를 

제공할 법적의무가 없어 적정 자료를 수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셋째, 가스, 석유 등 연로물질 유형에 따라 관리주체가 상이하며,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체계 및 기준마련이 

미흡하여 정확한 내진설계 적용실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어려움이 있다. 

넷째, 건축허가 당시 건축법에서 정한 내진설계기준에 의거 작성된 건축물관리대장 등을 기준으로 국가산업단지 내진설

계 적용실태조사를 수행함에 따라 현행 내진설계기준 적용 시 실제 내진성능 발휘여부확인이 어려우며, 별도의 내진상세능

력 평가가 요구된다.

4. 국가산업단지 지진재난 안전관리 개선방안 제시

4.1 국가산업단지 지진재난 안전관리 문제점 종합 및 개선방안 선정 

본 연구는 국가산업단지 관리주체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안전관리현황 분석 및 실무자 면담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였

으며, 국가산업단지 내진설계 적용실태 분석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Table 6). 

Table 6. Results of investigation on earthquake safety issues of national industrial complexes

Problems in safety control status of Korea Industrial Complex 

Corporation
Problems in seismic design status of national industrial complexes

- Lack of legal restrictions such as safety inspection of the 

Corporation

- Limited safety inspection and guidance due to application of 

individual laws

- Lack of an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and poor work 

efficiency

- Limited financial resources for safety

- Shortage of professional safety workers of the Corporation and 

occupant companies

- Lack of expertise in safety inspection and guidance

- Inadequate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 Limited investigation on seismic design of structures

- Poor management of seismic design documents

- Poor sharing of seismic design information

- Lack of an integrated database for seismic information

- Limited checking of seismic performance of existing facilities 

when seismic design standards are reinforced

상기 Table 6과 같이 조사된 국가산업단지 지진재난 안전관리 문제점을 종합하여 동일한 유형의 문제점으로 재분류하였

으며, 한국산업단지공단 실무자를 포함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였다. 본 연구는 총 5가지의 대분류 항복으로 정리한 

후 각 항목별 세부방안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으며(Table 7), 분류된 국가산업단지 지진재난 안전관리 개선방안에 대한 세

부방안을 국내·외 정책자료 등 문헌자료 및 전문가 의견 등을 통합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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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Summary of earthquake safety improvement measures for national indusrial complexes

Type Description

Reinforcement of seismic regulations

- Reinforcement of seismic regulations for facilities in industrial complexes

- Granting of authority to demolish and destroy facilities with dangerous seismic grade 

that are neglected

Rearrangement of the safety control system 

for industrial complexes

- Securement of authority to request information of occupant companies

- Securement of authority to access occupant companies for guidance

- Securement of authority to share and disclose information with local governments 

and managing agencies

Creation of a system to reinforce seismic 

control of occupant companies

- Formation of a fund to support seismic reinforcement of industrial complexes

- Implementation of an incentive system for seismic reinforcement

- Implementation of a system to designate dangerous facilities

Development of tools to support seismic 

inspection

- Development of a seismic inspection manual for plants

- Development of earthquake danger guidance for industrial complexes

- Creation of seismic DB and development of a seismic design inspection system

Education and public relations on seismic 

reinforcement

- Establishment of education and public relations road map related to seismic 

reinforcement of occupant companies

4.2 국가산업단지 지진재난 안전관리 개선방안 제시 

국가산업단지 지진재난 안전관리 개선방안에 대한 각 항목별 세부방안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4.2.1 내진 관련 법적규제 강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법적 강제

력이 없으며, 산업집적법상 안전지도에 관한 권한만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단지 내 위험물질 및 화학물질을 다루고 

있어 지진 발생 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시설물 안전관리에 강제력을 갖춘 건축법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을 통해 현행 공공분야 시설물뿐만이 아닌 국가산업단지 내 중요시설물에 대한 내진관련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즉 내진설계적용 시설물이 신축 이후 일정기간 경과 시 내진성능평가 시행을 의무화하고 평가결과를 데이터베

이스화하여 관리주체인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관리토록 한다. 이때 내진성능평가결과가 내진성능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일정기간 내 내진보강공사를 시행하도록 규정하도록 하며, 해당 기간이 지나는 겨우 업무정지 및 출입통제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단,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비용충당이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지원제도를 

역시 함께 고려하도록 한다. 또한, 안전점검 및 내진성능평가결과 붕괴 등의 위험에 노출된 시설물이 입주업체의 경제상황 

등의 이유로 방치되는 경우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철거 및 멸실 조치를 해당업체에 권장할 뿐 이를 강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에 대한 규제안을 마련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할 필요가 있다. 

4.2.2 국가신업단지 안전관리 제도 정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단지 내 안전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을 명시하였으나, 안전전문기관 

및 각 행정부처의 협업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에 치중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정비가 요구된다. 

첫째, 입주업체 정보요청 권한 확보가 요구된다. 국가산업단지 내진설계 적용실태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입주기

업 내부에서 관리하는 내진설계 자료(설계도면, 가용물질, 내진설계 기준 등)에 대한 정보를 입주 시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 차원의 내진실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활용하도록 한다. 

둘째, 현재 산업단지의 안전점검 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단 등이 참여하여 안전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진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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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산업집적법상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지도점검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입주업체에서 거부하거나 연기할 경우 

주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재한 실정이다. 따라서 합동 안전점검 실시 및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확인 등의 업

무추진을 주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입주업체 출입권한부여 관련조항을 신설하도록 한다. 

셋째, 화학물질관리법 등 개별법에서 안전관리기관에 의무적으로 해당정보 제출하는 하는 것과 달리 한국산업단지공단

에 제출되는 되는 정보는 입주업체 동의하에 진행되는 신고사항이다, 각 개별법에 관리하고 있는 입주업체의 정보 역시 유관

기관의 정보 요청 없이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 공개되지 않아 실질적인 지도점검 업무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전기, 가스, 

위험물 등에 관한 안전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산업단지 내 사고발생률을 낮추고 능동적인 대응방안을 모색

할 수 있다. 

4.2.3 입주업체 내진보강 지원제도 구축

국가산업단지 내 입주하는 소규모 업체의 경우 자금 확보의 어려움으로 자발적인 내진보강 수행에 무리가 있으며, 이를 

방치할 경우 대규모 복합재난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첫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8조에 의거 재난관리기금을 운용하여 기존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사업을 추진하

였으며, 그 결과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율이 62.3%로 향상되었다(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2019). 

하지만, 내진보강사업의 범위가 댐, 도로, 항만 등 공공분야 시설물로 한정되며, 한정된 재원으로 산업단지 내 입주업체의 시

설물까지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2016년 교육시설 내진보강, 긴급보수 등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내진보강기금법안을 별로로 발의하였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산업단지 내진보강 지원기금을 조성·운용하는 안을 

마련하여 법제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일본은 건축물의 내진개수 촉진에 관한 법률을 재·개정하여 2020년까지 내진화율 95%달성과 동시에 2025년까지 

기존 건축물의 재건축이나, 내진개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내수지단 및 개수 자금보조, 소득세 인하 등의 세제해택 

및 대출 지원제도를 마련하였다. 또한, 용적률 및 건폐율 특례도입, 지자체 내진성능 확보 인증 표시제도 등의 행정지원을 수

행한다(Hur et al., 2017). 이와 같은 제도를 참고하여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세재해택, 대출지원 등 다

각적인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인증 제도를 실시하여 내진보강에 대한 입주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활성화시키도록 

한다. 

셋째, 행정안전부에서는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지정 관리 지침에 의거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위험구

역으로 설정, 출입금지 또는 퇴거, 대피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제도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도입하여 

내진성능평가 결과가 매우 취약한 경우 사용중지 및 접근금지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4.2.4 국가산업단지 내진점검 지원도구 개발 

국가산업단지 내 건축물(공작물 포함)에 내진성능평가 및 점검을 전수조사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시간과 자원이 투입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지원도구 개발이 필요하다. 

첫째, 한국산업단지공단 내 표준화된 안전점검 기준 및 방안 등이 포함된 매뉴얼을 개발·배포하도록 한다. 안전관리 예산 

및 인력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대기업의 경우 자체점검시스템 마련하여 내진보강 계획 수립 및 이행 등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나, 소규모 입주업체는 예산확보 및 안전전문가 수급의 어려움으로 일부 시설물의 경우 위험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표준화된 내진점검 매뉴얼 및 점검표 등 마련· 배포함으로서 입주업체 최소한의 점검기준으로 삼아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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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보강 계획 수립 및 예산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입주업체 안전담당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

육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며, 한국산업단지공단 역시 효율적인 안전점검 및 지도가 가능하다. 

둘째, 산업단지 지진위험지도를 개발한다. 지진재난 발생 시 피해규모를 최소화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가산업단지 내 취약지반이나 시설 등이 밀집해 있는 구역 및 위치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다. Fig. 4와 같이 

일본 도쿄에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5년마다 지진에 대한 위험 및 재난 시 피난이나 구조 등의 활동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위험

도를 5등급으로 나누어 상대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활용하여 내진보강계획 및 예산편성의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지표로 활용

하고 있다(Tokyo Metropolitan Government, 2015). 한국산업단지공단 역시 관할 단지 내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자체적인 데

이터베이스구축 및 위험평가를 실시하여 지역위험도 정보를 관리함으로써 지진재난 발생 시 피해예상지역 산출 등의 자료

로 활용이 하도록 한다.

 

Fig. 4. Tokyo Disaster Prevention Manual (https://www.metro.tokyo.lg.jp/)

셋째, 내진설계 자가 점검시스템 개발·구축이다. Fig. 5와 같이 서울시에서 개발한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 점검시스템은 시

설물 정보입력 및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내진설계 적용여부 및 내진성능평가 결과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해당 점검시

스템을 사용하는 이용자의 전문성 및 입력정보의 정확성을 고려할 때 전문기관에서 실시되는 내진성능평가에 비해 간소화

된 개략적 평가기법이기는 하지만, 입주기업 스스로 위험성을 인지하고 이룰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유도하는 역할로 활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Fig. 5. Seismic performance self-inspection System in Seoul (http://goodhousing.eseoul.go.kr/SeoulEqk/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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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내진보강 교육·홍보 강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의거하여 공단 보유시설에 대한 재난관리 및 입주업체에 대한 안전지

도는 안전전문기관마다 중점 관리하는 교육 및 홍보 항목에 의거 주도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이를 지

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진 발생 시 각 시설물(배관, 저장시설물 등) 및 위험물질(가스, 화학물질) 등에 피해가 동시

에 발생하는 대규모 복합재난으로 확산될 수 있으며, 한국산업단지공단이 향후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총괄적인 컨트롤 

타워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각 안전전문기관별 중점 관리되는 항목에 대한 거시적 관점의 연간 교육·홍보 로드맵 수립이 요구

된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부처별 관리하고 있는 교육 및 홍보 자료를 의무적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통

보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관계기관에 통합된 정보를 공유·전파함으로써 교육, 홍보의 업무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다. 

5. 결 론

전 세계적으로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 2016년 경주에서 발생된 지진이 국내 지진관측이래 역대 

최대 규모의 지진으로 확인되었으며, 지진 관측망의 현대화 및 지진분석시스템의 향상으로 지진감지횟수가 지속적으로 증

가하는 추세(Statistics Korea, 2018)를 보이고 있어 더 이상 지진 안전지역이 아닌 지진 재난 예방하기 위한 효율적인 대책 

및 관리방안 수립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국가 경제 기여도가 높은 산업단지의 경우 사회기반시설을 비

롯해 제조, 저장 및 업무시설 등이 집중 조성됨에 따라 지진 재난 발생 시 인명피해와 함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우려

가 높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산업단지의 지진재난 안전관리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서 산업단지 관리주체인 한국산업단지공단 안전관리체계 조사 및 실무자 면담조사를 수행하였으며, 

국가산업단지 28개소를 대상으로 내진설계 적용실태 조사를 병행하여 수행하였다. 조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통합 재

정리한 후 선행연구 고찰,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상기와 같은 목적과 방법에 따라 도출된 결과

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산업단지 지진재난 안전관리의 문제점은 1) 내진관련 법적규제 미흡, 2) 안전점검 지도 및 권한 미비, 3) 입주업

체 내진보강 지원제도 미흡, 4) 입주업체 내진보강 및 지진대비역량미흡, 5) 교육훈련 기회 및 교재 부족의 총 5가지 항목으

로 도출되었다. 

둘째, 국가산업단지 지진재난 안전관리 개선방안은 1) 내진관련 법적규제강화, 2) 산업단지 안전관리 제도 정비, 3) 입주

업체 내진보강 지원제도 구축, 4) 내진점검 지원도구 개발, 5) 내진보강 교육·홍보강화의 총 5가지 항목으로 분류한 후 각 항

목별 세부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5가지 항목의 개선방안은 향후 국가산업단지 내진성능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 자료로서 활용이 가능

하다. 본 연구에서는 총 1,206개의 산업단지 중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가산업단지 28개소를 대상으로 범

위를 한정하였으며, 건축물관리대장 등을 중심으로 한 문헌조사 위주의 내진설계 적용실태를 조사함에 따라 실제 내진성능

평가를 통한 성능발휘 여부의 일치관계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건축물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 및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한 내진설계 적용실태 데이터베이스구축 및 전국산업단지로 범위를 확장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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