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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우리나라의 화학 산업은 세계시장 7  규모의 기간산업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고 있는 비 은 

매우 크지만, 다수의 화학물질은 유해성 정보가 부족하여 우리의 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이

다. 화학물질의 사고는 일반 인 사고와는 달리 그 속도나 피해의 규모를 악하기가 매우 

까다롭고 복잡한 험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고 개 시 발생할 수 있는 유형도 매우 다양하다. 

최근 잇따른 화학물질사고로 유해화학물질 리에 한 국민의 심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고 

이러한 사고들을 계기로 화학물질사고에 한 사  리체계  사후 응체계와 정부·기업·주

민 간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소통의 필요성이 두되고 있다. 따라서 화학물질

을 리하는 정부부처  화학물질을 취 하는 기업들은 철 한 리를 통하여 국가안 발 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1. 서 론

 재 국내에는 4만 4천여 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유통되고 있으며 매년 400여종 이상이 새롭게 

국내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국내에 유통되는 화학물질 4만 4천여 종 가운데 85 % 이상이 유해

성 정보 없이 유통되고 있으며 나머지 15 % 역시 제한 인 유해성 정보만 악돼 있어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향을 완 히 규명하지 못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최근 국내에서는 유해화학물

질 시설의 노후화, 취 상의 부주의 등으로 사고가 증가하면서 화학사고 응체계와 여러 련법

들의 미비한 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문제 들은 부분 사고를 방하는 방법에 집 되어 

있어, 근본 인 제도의 문제 을 개선하고 사고 후 효율 인 안 리 방안의 요성을 강조하

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화학물질 사고의 문제

  최근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화학물질사고는 공통 을 가지고 있는데 규모 석유화학공장 

보다는 소규모의 화학제품 제조업체, 자제품 는 반도체를 다루는 제조업체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이다. 이러한 소규모업체의 경우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정상 인 공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의 정비·보수작업과 같은 비정상작업 공정에서 폭발 는 화학물질 

출이 발생했다. 그리고 사고 발생 이후 체계 인 공정안 리가 이루어진 작업장은 신속한 피

해수습으로 피해를 최소화했지만 그 지 못한 다수의 작업장은 피해의 규모와 범 가 컸던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 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로, 화학물질 취 시설  리의 문제 이다. 이는 화학물질 취  업장에서 체계 이지 

못한 리의 문제와 사 ·사후 안 조치의 부재, 안 리의 사각지 의 발생으로 인하여 피해가 

확 되고 있다. 두 번째로, 사고 응  방체계의 문제 이다. <Table 1>과 같이 7개 부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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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d Object Ministry and office concerned Applicable Act 

Harmful chemical substances Minisry of Environment Toxic Chemicals Control Act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Control Act

Health Hazardous materials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Occupation safety and health acts

 Agricultural chemicals· 
Fertilizer·Fodder MAFRA

Agrochemicals Control Act 
Fertilizer Control Act

Control of Livestock and Fish Feed Act 

Medical Substances·Drug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pharmaceutical affairs law
Drugs Management Act

Food additives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Food Sanitation Act

Cosmetics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Cosmetics Act

Hazardous materials· Explosives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Safety Control of Dangerous Substances Act 
Explosive control law

high-pressure gas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High-Pressure Gas Safety Control Act

Radioactive Substances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Atomic Energy Act

14개 법률로 리되고 있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계부처 간 업무 복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른 

조사결과의 분석과 응책 마련이 미흡해지기 때문에 사고 발생 후 방 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효율 인 책을 강구 할 수 없게 된다.

<Table 1> Chemical related Domestic legislation

    

3. 결 론

 1) 재 분산되어 리되고 있는 화학물질들을 계부처간의 의와 논의를 통해 효과      

인 리체계  응체계를 구축하고 통합 인 응시스템을 만들어 사고발생시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할 것이다.

 2) 이해 계자들이 스스로 화학물질에 한 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도출된 해정보를 토 로 

지역주민과의 의사소통 체계를 마련하고 상호간 합리 인 사고 응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3) 화학물질을 다루는 시설의 안 리자들은 작업진행시 작업자들의 안 과 시설의 안     

도를 미리 악하고 안 한 작업환경을 만들어 자신의 본분을 다해야 할 것이다.

 4) 화학물질의 경우 취 련 지식이 부족하면 안 한 화학물질 리  효과 인 사고     

응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며 한 번의 실수로도 다수의 인명피해  물 피해를 야기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를 감하기 해서는 화학물질 응분야의 문기술     인을 양성하

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5) 정부는 화학물질 사고에 비하여 각 산업단지에 화학물질 사고를 포함한 특수재난      

문 응단을 설치하고 기존에 계획되었던 6개의 지 를 각 산업단지별로 확장하여 보     다 효

과 이고 신속하게 사고를 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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