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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석유화학 공장에서 화학 물질을 수송하는 탱크로리의 잠재적 인 위험(사고의 크기 그리고 영향， 사회적인 위험)이 

중가함에 따라 다양한 화학물질에 대한 운송안전 평가기준의 정립과 적극적인 위험성 평가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최대 

예상사고분석 (maximum credible accident analysis) 기법을 적용하여 “첫째 탱크로리를 이용한 취급화학물질의 대표적인 종 

류와 기준 비교 둘째 잠재위험에 대한 세분화된 구분 셋째 가상 사고 시나리오 파악 및 인식 넷째 가상 사고 시나리오별 위 

험성평가(정성 /정 량 - 누출원 모텔링)" 단계적 (4단계) 위험성평가를 통한 위험관리체계를 연구하였다. 

액심용어 위험， 화학물질 수송， 탱크로리， 위험관리체계 

ABSTRACT Recently, the potential risks of tank lorry transportation 깐om the petrochemical plant have been increasing, 
so the research was performed to build up the evaluation criterion of the transportation safety, as well as aggressive risk

assessment of a variety of chemical materials. This research was applied to the Maximum Credible Accident Analysis 

technique and modeled on the risk management of chemical transportation using the following four steps for risk evalua

tion, firstly the comparison of representative fype and standard of handling chemical materials transported by tank vehi

c1es second ly, specific c1assification of potential hazards thirdly, grasp and recognition of virtual accident scenario at last, 

the risk evaluation of virtual accident scenario(qualitative/quantitative - chemical release modeling) . 

KEYWORDS risk, chemical transportation, tank lorry, risk management 

1. 서 료: 
L... 

현대는 화학물질의 사용 없이는 하루도 살수 없을 정도 

로 고도로 산업화된 사회로 화학물질은 산업과 과학기술 

이 발전함에 따라 그 종류와 사용량이 증가하는데， 전 세 

계적으로 약 1 ，200만종의 화흐l물질이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다. 화학산업이란 자연계의 물질로부터 화학적， 물리적 

변형과정을 통해 생활에 유익한 물질을 생산해내는 과정 

및 이를 응용한 산업으로 삶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삶 

그 자체를 유지하게 하는 산업으로 모든 산업의 원부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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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생산하는 기초 산업이다. 예를 들어 당장 우리 몸에 지 

니고 있는 모든 물품이나 자동차， 항공기에서 첨단 IT제품 

(휴대폰의 경우 70%가 화학제품을 구성됨)까지 적용되지 

않는 분야가 없을 정도이다. 그러나 생산된 화학물질(약 

1 ，500여종의 대량 생산된 화학물질 생산량이 전체의 약 

95%를 차지하고 보고 되고 있음)이 취급， 제조， 저장 및 유 

통， 폐기 전과정(life cycle)에서 뭇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되 

거나， 새로운 안전 보건하고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피해 규모나 영역이 확산되어 대형 재난으로 진행되는 경 

험을 통해 다양한 화학물질 사고 및 문제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다. 특히 지속적인 화학산업의 발전을 추구 

하기 위하여 안전보건환경의 선도적인 역할을 프로그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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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목표달성을 위하여 각종 법률적 규정을 준수하는데 

그치지 않고 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정부기관 및 이 

해 관계자들과 자발적인 협력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 

다. 이를 위해 체계적으로 화학물질의 특성과 위험을 인 

지 ·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 · 대체 및 문제점 개선(교육 

및 훈련 포함)하는 연구와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게 되었 

다. 또한 국제적인 환경 정책의 변화 및 요구도 지속되고 

있는데， 강제적 제품 환경규제 및 자발적 제품 환경개선， 

무역과 연계된 국제환경협약의 지속적 발의와 추진으로 

새로운 화학산업과 화학제품에 대한 전략적 관리라는 새 

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예를 들어 화학무 

기금지 협 약(chemica l weapons convention: CWC)과 같은 특 

수 분야를 제외하고도 기후변화협약， 몬트리올의정서(오 

존층파괴물질 규제)，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RoHS), 유럽 신화학 

물질정책(regisσation， evaluation and authorization of chemical: 

REACH), 스톡홀롬 협약(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관한 협 

약)， 저매연 무할로겐 규격 (LSZH)，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공개(TR1 ， PRTR), 자동차재활용 (end of life vehicle: ELV) 

등은 화학산업의 전략적 관리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 

여진다. 이런 요구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취급 기준 

사례와 국외와 국내의 주요 사고 사례를 통해 화학물질 잠 

재적 위험성을 고찰하고， 이의 체계적인 관리와 전략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에 기반을 둔 운송 화학물질 위험관리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2. 화학물질 취급 사례 고찰 

2.1 국내 화학물질 분류 관련 현황 

국내 화학물질 관리 및 연관 법규를 살펴보면 “유해화학 

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보법， 가스안전관계3법(고압가 

스안전관리법 등)"， 소방관계4법(위험물관리법 등)， 농약관 

리법， 약사법， 총포 도검 화약류등 단속법， 벼료관리법， 선 

박안전법， 항정신성 의약법， 마약법， 원자력법 및 항공법 ， 

식품위생법， 수도법， 먹는물관리법， 해양오염방지법， 대기 

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사료관리법， 

철도운송법 등 일일이 나열하기가 어렵고 주관 부처도 환 

경부，산업자원부，행정자치부，노동부，과학기술부，해양 

수산부， 보건복지부， 농림부 등 많은 부처， 청이 관계되고 

있다. 특히 단일 화학물질에 대한 명칭이나 분류기준이 상 

이한 부분이 확인되고 있으며， 일부 법령에는 대표명이 아 

닌 이명이나 약어로 등록됨으로 인하여 관계자에 대한 각 

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흔합물의 경우를 제외하고도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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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화학물은 3개 법규 이상에 의해 인가나 허기를 득하 

여야 하며， 각 개별법 별로 규제 및 분류， 표기， 실험방법， 

규제수준이 상이 한 것이나 독성에 대한 기준 및 용어정의 

조차 법규 별로 상이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1 995년부터 제 · 개정된 환경 및 노동관계법으로 인해 화학 

물질 관리 및 안전성에 대한 자료(일명 물질안전보건자료 

material safety da떠 sheets : MSDSs)가 제계화되면서 화학 

물질에 대한 경고 표시나 유해성 심사 및 홍보가 어느 정 

도 틀을 갖춰지게 되었다 그러다가 국제연합의 화학물질 

에 대한 통일된 기준과 수출입 제품에 대한 적용기준의 통 

일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2002년 요하네스버그 정 

상회담 (world summit sustainable development : WSSD) 결 

과에 대한 이행을 위해 범 정부적으로 화학물질 통일화 국 

제조화시스템 TF(task force)팀이 조직되면서 화학물질의 

법규적 통합과 유해성 분류체계와 위험주지방법， 라벨링， 

안전성 자료， 교육 · 훈련， 시험기준의 국제화 등의 웅직임 

이 시작되었다(Yu 등， 2006). 2005년 5월 1 8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食品醫樂品安全廳)이 산업자원부， 농림 

부， 환경부， 노동부등을 어우르면서 국제보건기구총회에 

서 “ IPCS 양해각서α10U)" 체결을 통해 인체위해물질안 

전관리 프로그램 운용을 위한 국가 접촉창구로 선정되며 

“가칭 인체위해성평가센터 (national center for risk analysis)"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하였고， 2006년부터는 신규 

화학물질유해성에 대한 심시를 환경부로 통일화하였다. 

그러나 국가 TF(task force)팀 활동의 결과가 행정부처간 

이해와 해석의 차이를 보이면서 화학물질 통합작업이 지 

연되고 있다. 노동부의 경우 노동부고시 제2006-36호(화학 

물질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에 관한 기준)로 타 부처보 

다 앞서 기본법규 체제 정비를 하여 운용을 시작하였을 뿐 

이다. 이후 부처간 상이점과 국제 우량시험기준 자료나 혼 

합물질의 신뢰성 검증이라는 과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2.2 유해 위험성 분류， 표시의 국제적인 통일화 움직임의 이 

해(화학 물질의 국제조화활동-양생y 뼈rrxrized 혐em of 

c1assification and labenng of chemicals : GHS) 

화흐μ물질에 대한 국가들의 표기나 독성에 대한 기준이 

상이하여， 국가간 유통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는데， Fig 

l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떤 화학물질의 독성치인 LDso이 

미국에서는 50 mg/kg인데 EU에서는 25 mg/kg이고 GHS 

기준 및 중국과 태국에서는 5 m방(g로 국가간 기준이 상이 

한 것을 알 수 있으며， LDSO = 257 III방(g인 “ A" 화학물질 

이 호주나 태국， 말레이시아에서는 “유해물질-h때nful"，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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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보호수준을 낮추지 않는다 @물질고유의 성질에 

기초한 분류체계 제공한다 @보편적이고도 일관성 있는 

기반 조성한다 @모든 범주의 화학물질을 대상한다.’이 

다. 적용 주요 대상(target audiences)은 ‘소비자， 근로자， 

운송근로자， 응급 조치자’ 구분하여 화학물질 유해성을 

정의와 분류， 정보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통한 정 

보 전달 교류를 보편화하고 일관성 있는 체계를 구축하 

여 종합적으로 국가 간 또는 국가 내 화학물질 안전프로 

그램을 구축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표준화 

와 통일화에 대한 분류 및 라벨의 기준을 제시하는 시스 

Fig . 1. Different interpretations of chemical data 탬 이 다 

질랜드에서는 “위험물-hazardous"，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독성물질-Toxic"， 인도에서는 “무해물질-non toxic"으로 

분류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위 

험물질의 표시방법이 상이함에 따른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국제노동기구에서는 화학위험물질의 분류와 표 

시 시스템에 관계된 통일화 노력을 1952년부터 시작하였 

으며 ， 1989년부터 기존시스템과의 조화 활동을 착수하였 

다. 이 런 노력의 결과로 1992년 브라질 리오데자네이오 

(Rio de Janeiro)에서 개최된 국제연합환경개발(대EP )회 

의에서 화학물질의 조화활동은 아젠더 21 의 정식 과제인 

목차 19번(chapter 19 - Environmentally Sound Management 

of Toxic Chemicals, lncluding Prevention of lIJegal lntemational 

Traffic 1.n Toxic and Dangerous Products)로 채택되어 국제 

적인 검토가 시작되었다 목차 19번의 부록은 “A프로그 

램 영역(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국제적 확대 및 촉진)， B 
프로그램영역(화학물질 분류 및 표지의 일원화)， C프로 

그램영역(유해물질과 화학물질 위해성정보의 교환)， D프 

로그램영역(위해성 저감계획의 수립)， E프로그램영역(국 

가의 화학물질관리 능력 및 역량 강화)， F프로그램영역 

(유해위험물질의 불법적인 국제교역방지)"으로 나눠져 

있는데 국제 연합 조화활동 또는 화학물질 분류 표시 국 

제표준시스뱀은 B프로그램영역 (John ， 2001)으로부터 많 

은 논의를 거처 국제연합에서는 2002년부터 조화활동을 

채택하여 2006년 내지 2008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시행 

하고자 약속하였다. 이 활동의 주요 목적은 ‘@국제적으 

로 수용할 수 있고 이해하기 쉬운 유해성 주지 체계의 제 

공 @국제 화학물질 무역의 촉진(기술적 장벽 제거) @대 

체 시험방법 개발 장려 @중복시험방지 및 시험비용 절 

감’ 있고 각국의 이해에 의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몇 

가지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데 ‘@현재의 인체나 건강에 

2.2.1 오타와회의 

주로 미국， 캐나다의 정부， 업계관계자， 조합대표자 및 

유럽위원회， 유럽 각국 및 국제 해사기관이 참석하여 4개 

분류시스템에 대해 토론 결과 ‘@ 위험물질 수송에 관한 

국제연합 권고(UNRTDG) @유럽의 공급시스템(EU) @미 

국의 현장규저l(OSHA) @캐나다의 현장규제 (WHMIS)’을 

적용하기로함. 

2.2.2 일반원칙 

화학물질의 분류 및 관련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공통성， 

정합성이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활동이고， 그 활동에서 

수송시의 안전성， 소비자 및 자연환경의 보호를 가능케 하 

는 적절한 방법을 도모한다. 또한 일반적인 원칙으로는 

‘@활동의 대상범위는 위험물의 분류 및 관련정보의 전달 

@위험성이란 화학물질 및 혼합물의 고유특성을 지칭 @ 

관심이 있는 기관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새로운 시 

스템으로의 이행조치로서 임시조치의 구축도 검토 @화학 

위험물의 정보전달수단은 포괄적 @기존의 테스트， 데이 

터를 이용’이 채택되었다. 

유럽연합의 준비 현재 사용되는 라벨과 국제연합 운송 

랴벨에 근거하여 작성하며 물리화학적 범위는국제노동기 

구/국제연합 전문가 소위원회(uN sub-committee of expeπ 

on the GHS : 에 SCE GHS) 범주와 보건 · 환경학적 범위 

는 국제경제협력개발기구， 위험정보와 라벨은 국제노동기 

구에 근간을 두어 국가 기준 확립과 사업장 적용이라는 전 

제 하에 7가지 그룹(CDtesting evaluation and registration @ 

risk assessment @ authorization @ classification and labeling 

@ substances of concem @ substances in 때cles CVinfonnation 

in the supply chain)과 국제적 조화활동 수행을 위한 상세 기 

술적 자문(6개 협 력적 프로그램) 및 특성별 상세 분류， 물질 

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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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학물질 관리 사례 고잘 

3.1 국외의 화학물질 유형별 사고사례 

급격한 산업화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화학물질의 사용 

이 급증하였고， 이에 따른 화학물질 사고도 증가되었다. 

그중세계적인 관심이 고조되었던 사고를분류하면 ‘@이 

태리 세베소 사고(유럽공동체의 세베소 지침) @인도 보팔 

사고(캐나다를 중심으로 하는 리스펀서블케어 태동， 국제 

노동기구 및 국제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중대산업사고 예방 

지침 제정， 공정안전보고서 등) @스위스 바젤사고(바젤협 

약)’를 꼽을 수 있다 또한 방사선원 및 위험물질 운송상 

몇 건의 사고 결과 수백만 달러의 재정적 문제까지 포함한 

주요사고가있었다 

3.1.1 이태리 세베소 사고(1976.7. 10) 

1976년 7월 10일 이탈리아 북부에 위치한 세베소(seveso) 

라는 도시의 ICMESA 화학회사 소유의 공장에서 대형폭 

발이 일어나면서 구름같이 자욱한 화학물질이 인근지역을 

오염시키며 대기로 방출되었다 이는 트리크로로페놀 

(σichlorophenol)을 생산하는 반응기 에서 폭주반응이 발생 

한 것으로 염소가스와 반응 부산물인 다이옥신(2，3 ，7 ，8-

tetrachlorodibenzzoparadioxin, TCDD)이 함유된 물질이 누 

출되었다. 사망자는 없었으나 폭발로 인한 화상환자와 피 

부병환자 200여명이 발생하였고， 어린아이의 피해는 심각 

했다. 토양 오염과 피부병 등으로 인한 간접피해는 약3만7 

천 여명 이었고， 1천8백여 헥타르에 이르는 지역이 오염되 

었고 피해보상액이 약 1 ，216억원이 였다. 세베소 사고와 통 

일한 화학물질 사고가 최초가 아니라 ‘바스프 1953년 ， 필 

립스 1963년 ， 콜라이트 화학 1968년’으로 유럽 각국들은 

화학물질로 인한 동종의 사고를 미 연에 방지하고， 그 사고 

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여러 가지 행정적， 기술적 조치 

를 취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특히 석유화학 산엽 활동의 주 

요 위험에 대해 세베소 지침(EU Seveso Directive 1, 1982) 

을 마련하게 되 었다(Crowl과 Louvar, 2004; Kleι， 1985; 

Yoon과 Lee, 2006). 

3. 1.2 인도 보팔사고( 1984.12. 3)(Crowl과 Louvar, 2004; 

Kletz, 1985) 

보팔은 인도 중심부의 Madhya Pradesh주에 위치하였고， 

주정부와 미국의 다국적기업인 유니온카바이드(union ∞rbide) 

회사와 공동 소유 공장으로 농약제조에 사용되는 살충제 

를 제조하는 공장이다. 살충제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메틸 

이소시 아네 이트(methyl isocyanate : MlC)라는 유독가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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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IC release diagram in Bhopa l. India 

저장， 사용하여 왔는데， 1984년 12월 3일 새벽 저장탱크로 

부터 2시간 동안 약 36톤 정도의 메틸이소시아네이트가 

누출되었다. 이 물질은 항상 높은 압력과 저온상태로 저장 

되어야 하지만 안전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한 상 

태에서 Fig.2의 도해와 같이 사고 당시의 반응 경로는 냉 

동기 미 가동， 세정탑， 소각탑 및 각종 경보체계 미 작통과 

안전수칙 미 준수 등으로 인해 사고가 확대되었고， 누출된 

메틸이소시아네이트는 인접한 빈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메틸이소시아네이트는 폐와 눈에 심각한 장애 유 

발， 중추신경계와 면역체계를 일시에 파괴하는 독성물질 

로 이 사고로 인해 약 2，800명의 주민이 사망하였고， 2만 

여명이 실명 등의 장애를 포함하여 20만명이 영향을 받은 

화학물질 최대 누출사고로 기록되고 있다. 

3.1.3 스위스 바젤사고(1986.1 1. 1) 

스위스에서 발원하여 프랑스와 독일을 거쳐 북구 해안 

으로 흘러 들어가는 라인강은 유럽 산업의 중심으로 연안 

에는 수많은 공장들이 밀집되어 있었다 1986년 11월 l 일 

스위스 바젤 근처에 위치한 화학 및 의약품 제조회사인 산 

도스회사의 화학물질 저장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창 

고에는 살충제와 살균제， 용매 ， 연료 등 약 90여종의 화학 

물질이 1 ，300톤 가량 보관되어 있었고， 이 화학물질의 상 

당량은 화재로 파괴되었지만， 다량이 대기로 빠져나가고 

화학물질 13~30톤 가량이 소방용수(1만~ I 만5천 m3)와 

함께 라인강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인근 땅속 및 지하수로 

유입되는 사고로 라인강의 생물이 수 백킬로에 걸쳐 피해를 

입었는데 하천구간의 저서생물과 뱀장어 등은 약 400 krn 

에 걸쳐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이 사고로 화학물질 산업 

재해가 국경을 초월하여 피해를 주는 것임이 확인되어 유 

럽공동체는 산업재해의 다국적 영향에 관한 지역협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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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LPG tank accident in Mexico city, Mexico 

체결을 위한작업에 착수하게 되었고， 1989년 3월 22일 바 

젤에서 유해폐기물 국경이동에 관한 국제적 규제를 위한 

바젤협약(bagel convention : 1989)이 체결되었다. 

3.1 .4 멕시코시티 LPG 터미널 사고(1984.1 1.1 9) 

멕시코시티 산주앙에 위치한 국영 페멕스 LPG 터미널 

에서 1984년 11월 19일 05 :3 5분경 저장 탱크와 실린더(두 

개의 큰 탱크와 48개의 실린더에 각기 90%, 50% 정도 LPG가 

보관됨)에 연결된 8인치 배관계로 LPG가 누출되어 증기 

운을 형성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후 인근의 점화원에 

의해 점화되었다가 약 15분 후 실린더가 비등 액체팽창 증 

기운폭발(boiling liquid expansion vapor cloud explosion: 

BLEVE) 현상을 일으키며 연쇄적인 폭발을 일으켜 약 650 

명이 사망하고 6천4백 명이 상해하였다. 사고에 대한 피해 

액은 미화 3억 l천백만 달러로 사고 후 폭발현장의 사진을 

Fig.3에 나타내었다. 

3. 1.5 체르노빌 원전 방사선 누출(1986. 4. 26) 

옛 소련 우크라이나의 키에프(kiev) 북서쪽으로 130km 

체르노빌(Chemobyl) 원자력발전소의 RBMK-I 000 제4호 

원자로(1 ，000 MWe)가 폭발， 방사능이 누출됐으며， 약 3만 

여 명이 사망， 어린이 61만 명을 포함， 232만 명이 방사능 

에 노출됐다 사고 처리하던 근로자도 4，000명 이상이 숨 

졌다 방사능 낙진으로 우크라이 나와 벨로루시 (Belarus), 

러시아 등지에서 300만 명 이상이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 

렸다 발전소에서 유출된 방사능 구름은 유럽 전역으로 

퍼져 유럽을 공포에 몰아넣기도 했다. 20세기 최대최악 

의 대형 사고 중 하나로 수 차례에 걸쳐 수증기 폭발·수소 

폭발화학폭발 사고가 발생하여 원자로 구조물 상부가 

무너지면서 크레인이 노심을 덮쳐 파괴되었다(OECD/ 

NEA, 1996). 

3. 1.6 옴진리교 화학물질 테러(1995 . 3.20) 

교주 아사하라 쇼크[麻原影폼]가 1984년 창설한 옴신선 

회의 후신으로 종말론을 주장해 옹 이 신흥종교단체가 “인 

류는 세균무기와 핵무기로 최후의 종말을 맞는다”는 아마 

켓돈을 극복한다는 미명하에 도코 지하철역사에 사린가스 

를 살포해 출근자들이 구토하고 질식하는 참사가 발생했 

다. 5 ，500여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12명이 숨졌다. 신 

경가스인 사린은 공중에 4- 5 kg만 퍼뜨려도 4-5분 안에 수 

십만 명을 살상할 수 있는 화학 무기이다 7 

3.2 국내 화학물질 유형별 사고사례 

국내의 대형 화재폭발 사고 이외에 국민의 관심을 집중 

시킨 화학 물질 오염 및 직업병 판정된 주요사고는 다음과 

같다. 

3.2.1 페놀 닥동강 수질오염 ( 1 99 1년 4월) 

D전자(구미) 페놀이송 배관의 사고로 인한 닥동강 오염 

사고로 페놀오염사건 1991년 3월 16일 이후 발생한 두 차 

례의 사고로 사상 최대의 식수 오염 사건이었다. 이 사건 

은 폐수를 무단 방류한 대기업의 안일함과 수질관리 당국 

의 미옹적 단속으로 빚어진 환경오염사건으로 사회적으 

로 엄청난 충격과 피해를 안겨 주었다. 당시 사고는 공장 

동쪽에 설치된 지상 페놀 원액 저장탱크와 연결된 밸브 

이음새가 파손되면서 발생하여 1.3톤의 페놀 원액이 유출 

돼 그 중 I톤 가량은 고체상태로 변해 수거됐으나， 나머 

지는 낙동강으로 방류됐었으며， 이로 인해 전국민으로 하 

여금 환경문제를 보다 심각하게 생각하도록 만든 계기가 

되었다 

3.2.2 유류 해양오염(1995. 7.24) 

14만 톤급의 대형 유조선 씨프린스호(號)가 원유를 가득 

실은 채， 전남 여수의 소리도에 좌초되어 선원 20명 가운 

데 기관장을 제외한 19명이 구조되었다. 씨프린스호는 

좌초 2시간 전에 남해안을 강타한 태풍 페이에 떠밀려 

소리도 근처 작도에 부딪쳤고， 기관실 엔진과 발전기가 

폭발하기 시작했다. 10여 차례의 폭발에도 씨프린스호는 

좌초하지 않고 강한 바람과 조류에 밀려 10여 때 떨어진 

소리도까지 떠밀려 가게 되었다. 이 사고로 벙커씨유와 

원유 등 기름 160만 배럴이 실린 유조선에서 700톤의 벙 

커C유가 흘러 주변지역을 오염시켰으며， 당시 방재에 나 

섰지만 높은 파도와 안개로 작업에 어려움을 겪어 100여 

km의 남해안 청정해역을 오염시킨 국내 최대 해양오염 

사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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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3 대체 물질 직업병 판정( 1997) 

L전자 부품 납품업체(양산)의 솔벤트 5,200(2-Bromopropane 

/iso-propyl bromide) 직업병 인정사건은 1 995년 8월 L전자 

부품회사의 접촉형 스위치 제조공정에서 여성근로자 11명 

에게서 생리가 중단되고 2명에게 재생불량성빈혈이 나타 

나는 사건이 발생해 산업보건연구원에서 역학조사를 실시 

했다. 역학조사 결과 이 공정 근로자들에게서 화학물질에 

의한 생식기능 저하소견이 발견됐고， 그 원인이 기존에 독 

성이 알려지지 않은 2-브로모프로판에 의한 것으로 밝혀 

졌다.그결과이 공정 근로자 33명 중남자 8명 전원 및 여 

자 20명 등 모두 28명이 2-브로모프로판에 의한 생식기능 

저하를 엽무상 질병으로 인정 받았다 1 994년 2월 이전에 

는 프레옹물질을 사용했는데， 이것이 대기 중 오존층을 파 

괴하는 물질로 시용이 규제되자 2-브로모프로판이 주 물 

질인 솔벤트 5200으로 교체해 사용했다. 이 사건은 작업환 

경관리가 미흡했던 시절인 1 980년대 말과 1 990년대 초 이 

전에 발생했던 이황화탄소 중독이나 수은중독 이후 가장 

큰 직업병의 집단발병 사건이었다. 동시에 기존 독성자료 

가 없어 건강장해를 일으커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던 물질 

로 인해 발생한 직업병이었고，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발생해 그 원인을 규명한 직업병 사례이기도 하다. 

3.2.4 세척제 직업병 판정 (2005. 1. 12) 

LCD 부품 제조업에서 발생한 태국여성근로자 8명이 밀 

폐된 공간에서 세척제로 사용한 노말헥산(nonnal hexan) 

중독으로 인한 “다발성 신경장애” 현상이 발생 산업재해 

로 인정되는 사고로 화학물질 사용에 대한 문제를 사회전 

면에 일으켰다. 

3.3 각종 주요 운송 기능에 따른 주요시고(밟1 등. 2002) 

3.3 .1 도로 운송사고(Road Transport : 1978. 7. 14) 

스페인 산 카를로 데 라 라피 타(de la Rapita) 근처에 위 

치한 야외 캠프장 주변에서 프로필렌을 운송하던 탱크트 

럭이 파손되면서 가연성물질인 프로필렌이 인근 캠프장으 

로 누출되었고， 이때 발생된 가연성 증기는 캠프장 주위로 

확산되다가 점화되어 플래시 화재가 일어나며 200여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3.3.2 철도 운송사고(Rail Transport : 198 1. 8. 1) 

멕시코 몬타나 지역에서 열차가 탈선하면서 20여 차량 

이 이탈되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몇 개의 차량에서 약 100 

톤가량의 독성가스인 염소가 누출되었다. 첫 번째 몇 분간 

흔}국재난관2/.표준학희 논문즙/ 제1권 제1호 

은한차량의 상부에서 누출되었으나， 점차확산되면서 야 

채밭 40여 헥타르와 250여 명이 입원， 1 3명이 사망하였다. 

참고로 탈선 충돌로 인해 4명이 사망하였다 

3.3.3 연안 수송 (Waterway Transport : 1983.4.2) 

4대의 바지선을 예인 중 교각과 충돌 3대의 바지선이 파 

손되며， 유류가 누출 후 화재가 발생하였다. 예인 시 승무 

원이 없었던 관계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최초 사고 지점 

으로부터 약 2마일 이상 화재가 번져나갔다. 

3.3 .4 배관 수송(pipeline Transport : 1984. 2. 24) 

브라질 큐바탑(Cubatap) 근처의 산티 타운 인근에서 배 

관 내 가연성 물질의 누출이 시작되어 거대한 액상 풀 

(poo1)을 만든 후 점화되면서 수 백명이 사망한 배관계 최 

대의 사고였다. 

3.3 .5 해양 운송(Marine Transport : 1989.3.24) 

알래스카(prance William Sound Bligh Reef)에 위치한 엑 

손 발데스호(Exxon Va ldez)의 유류 탱크에서 천백만 겔론 

의 원유가 누출되었다. 이는 미국 내 가장 큰 누출사고로 

해안 청소 및 자연생태계에 엄청난 영향을 주어 천만마리 

이상의 철새와 바다 올빼미， 수배의 바다수달， 다른 수십 

종의 동물에 영향을 입은 사고였다 

3.3.6 국내 주요운송 사고 

국내의 위험물질 주요 사고로는 1 977년 이리역 폭발사 

고(다이너마이트 수송 열차내에서 점화 폭발)로 1 ，300여 

명이 사상하며 도시 전체를 새롭게 구성하게 되는 대형 사 

고로 기록되고 있으며， 1 99 1 년 닥동강 상류 구미공단의 D 

전자 공장에서의 폐놀 원액이 누출되는 사고와 1 995년 대 

구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지하 굴착 중 도시가스 배관에 

손상으로 인한 대규모폭발사고 및 여수지역의 유조선 좌 

초(씨프린스호)를 비롯하여 다$댄f 분야에서 사고가 발생 

되고 있으나 전문적인 통계나 분석된 자료는 확보되지 않 

고 있다.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정리된 위험물질 주요 사 

고로 인근 주민 10，000여명이 대피하였다는 기록과 국립 

환경연구원에서 1989년부터 200 1 년까지 조사된 82건의 

화학물질 육상 수송 사고를 분석한 결과 유류 및 경유가 

48건(58.5%)， 염산 8건(9.76%)， 황산 8건(9.76%)， 가성소다 

5건(6. 1 0%)， 아스팔트 유 5건(6. 1 0%)， 질산 4건(4.88%)， 염 

소 3건(3.66%)， 부탄 및 LPG 1 건( 1.22%)로 조사되었다. 그 

러나 상기와 같은 자료는 대표적으로 기록된 내용만이 정 

리됨으로 인하여 국내 화iLι물질 운송 관련 육상사고의 경 

우 타 국가와의 연계는 물론 국내 관련 법규간의 지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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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사고 발생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상대응 

에 대한 검토가 너무 취약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3A 전과정 화학물질 운송 관리기준 

사업장에서의 화학물질은 원부재료를 포함하여 제품과 

부산물 및 폐기물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며， 관리상 많은 

위해 요인이 있기에 가장 우선적으로 위험에 대한 평가와 

분류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이고 조 

직적이어야 한다 특히 안전과 보건 및 환경은 사업장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시스템적인 관 

리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에는 제조물책임법 시행과 더불 

어 엄격한 사회적 책임까지 요구하고 있기에 공개적 

(0야띠y)이고 공정(fairly)하고 안전(영fety끄t 책임성(responsible) 

이 작업장은 물론이고 주변 환경과 지역사회로의 확대되 

고 있다. 추가로 공중보건 문제와 화학산업의 투명성 

(σansparency) 및 신뢰성 확보가 절실하며， 이를 위해 법규 

의 준수는 물론이고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며， 국 

제적 협약 준수와 정부 기관과 이해관계지들과의 자발적 

인 협력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것이 요구 되어 진다. 

산엽체는 안전·보건환경 (safeη" health, environment)의 사 

회적 요구와 책임이 강조되는 것을 근간으로 위험관리를 

경영시스템으로 확대 적용하는 기업체가 늘어나고 있고 

각종 프로그램과 시스템의 근거로 각 단계(공정)별 위험성 

을 평가 관리 (ri sk assessment)하고 있는 추세이다. 세계적 

으로는 화학물질의 생산， 저장， 수송， 취급， 시용 및 폐기의 

과정에서 수송중 발생한 사고 대응체계의 정립과 공동대응 

에 대한 연구가 늘어나고 있다. 화학 산업계가 화학 산업의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낼 위하여 채택하고 있 

는 환경안전보건의 개선프로그램으로서 현재 국제적으로 인 

정되고 있는 흰경안전인증 규격인 lS0-14000, OHSAS-1 8000 

시 리즈를 비롯하여 자체적 인 손실방지프로그램Ooss 

prevention principle : LPP)(F때11<， 1 980)과 석유화학 공정 에 대 

해 실시하는 리스판서블케어(responsible care) 운동ιee， 2001 ) 

은 화학업계가 화학제품을 개발단계에서부터 제조， 판매， 수 

송과사용을거쳐 폐기에 이르기 까지 전과정에 걸쳐 환경과 

인간의 건강을 보호하도록 배려하고， 경영방침에 이를 공약 

하여 환경안전보건 대책을 실행함으로 지속적으로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화학산엽을아끼고사랑하는 기엽들이 선 

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활동을 통해 총론적인 석유화학공 

장의 화흐μ물질 관리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3.5 운송 화학물질의 단계적 위험관리 적용 모델 사례 

운송 화학물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화학물질의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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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Method of maximum credible accident analysis (MC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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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확보하여 위해 위험에 대한 위험도를 파악하고， 이 

를 체계화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영향분석과 문제 발생 

시 대응 계획을 수립하여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릎 

위해서는 화학물질의 도입부터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데 Fig . 4에 나타낸 최 대 예상사고분석 (maximωn credible 

accident analysis, MCAA)(Khan과 Abbasi, 1 996)기 법을 기 

초로 단계적인 위험관리 모델을 적용하였다. 

l단계로 ‘운송 화학물질의 정보 파악’은 NFPA 지수 

(National Fire Codes, 1994)를 기 반으로 화학물질의 반응성 

(study of reactive chemica l)에 대한 검토와 공정상의 변경 

의 적절성，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영향평가를 한다. 이러한 

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기본 자료는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기존의 반응성화학물질 영향도와 사고발생 기록， 미국 화 

학과 위험조사 위원회(U.S. chemical safety and hazard 

investigation board)의 605 ，000건 의 사고 분석 자료(the 600k 

reports : commercial chemical incidents) (OSHRl, 2000; U. 

S. CSB, 1999) 및 반응성화흐L물질 자료(Ur야n과 Akzo-Nobel, 

2003)와 더불어 [SO-II 0 14-1 (safety data sheet for chemical 

product: SDS), 국제노동기구의 국제화학물질안전카드 

(intemational chemical safety card : ICSC), 미국산업안전보 

건협회(NIOSH)의 occupational health guidelines for chemic때 

hazards 등 선진국에서 공인된 자료와 기존 사용자 자료를 

통해 위험과 보건에 대한 정보를 검토하여야 한다 추가로 

화학물질 운송(이동용 탱크로리)에 적용하기 위해 조사된 

자료중 미국 화학과 위험조사 위원회(US CSB)의 연구 자 

료인 600 K 보고서에 의하띤 1 987년부터 1 996년까지 조사 

니Iouma/of The Korean Society of Societa/ Sec，ιrtfy. Vol. 1, N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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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605，000건의 화학물질 누출과 화재 등의 사고로 2,565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사고 중 고정시설에 

의한 사고는 254，000건 (42%)이고 이송시설에 의한 사고는 

259，000건(43%)로 조사되 었다. 또한 이를 사고설비 코드를 

중심으로 분석된 빈도수 468개중 운송 관련 빈도가 10개 

(2.1 %)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공정 내 많은 위험성 평가 

대상인 연결용 호스나 확장 연결구 보다 2배 이상 높은 위 

험 사고빈도를 나타내는 것이다.2단계로 ‘잠재위험에 대 

한 세분화된 구분’은 공정 적용 시 발생 가능한 사고 시나 

리오 작성을 통해 누출 및 화재폭발의 위험 영향을 파악한 

다. 즉， 화학공정 정량적 위험성평가 분석기법 중 지쉬index) 

기법인 화재 및 폭발과 화학물질누출 지수(Fire and 

explosion index, chemical exposure index : F&EI, CEI)(park 

과 Yoon, 2000)와 위험과운전분석 (hazop)등의 위험성 평 

가 기 법 (park과 Yoon, 2000; CCPS, 2000)을 사용한다.3단 

계로 ‘사고 시나리오의 파악 및 인식’은 잠재적 위험에 대 

한 가상 사고 시나리오를 최악의 시나리오와 부차적인 시 

나리오를 혼용(hypothetical worst case and altemative 

scenarios)(EHC, 1999; RMP/CEPP, 1999)하여 사고원인 분 

석과 예측을 바탕으로 확인하고， 이때 확인된 문제점은 취 

약성 분석 (vulnerability assessment : VA) 기 법 (Calvin, 2002) 

을 통한 대응 방안을 수립한다. 4단계로 ‘위험성 평가의 모 

댈링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는 미국환경청(EPA)의 위험물 

취급 지침(exσemely hazardous substances chemical profi les 

and emergency fiπst aid guides) 및 긴급대책 계획 및 지역사 

회의 알권리(emergency planning and community right to 

know act -RνIPÆPCRA， SARA title lII)(Walter, 1998) 등의 

다양한 평가기법을 통한 사고 예방과 지속적인 교육과 훈 

Fig . 5. Diagram of conlrol zones on NFPA 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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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1 Reviews Level 2 review‘ 
Fig. 6. Flow chart for dislribulion risk managemenl, Ihe dow 

chemical company 

련을 통해 위해성을 통제하거나 지속적으로 관리 할 수 있 

도록 체계화하는 것이다 이 4단계 기 법을 적용한 모댈에 

선진 경영시스템과 운용 프로그램을 접목시키고， 화학물 

질 수송과 관련하여 운송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급물질의 

위해성에 대한 교육 및 명가， 홍보물(운송비상대책 지침서) 

발간과 더불어 운송시 사고에 대비한 비상대응팀을 추가 

로구성하는모델이다. 

미국 운수성의 경우 비상대응팀과 더불어 Fig.5와 같은 

비상대응 도식(National Fire Code, 2006)을 권고하고 있으 

며， 캐나다의 경우도 화학물질대응협회의 2000 emergency 

response guidebook 등을 참조한 주요 화학물질별 대응팀 

구성이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 클로알칼리협회 

주관으로 수도권， 충청， 전라， 경상， 강원도 5개 권역에 대 

해 체결 지역별 전문기간과의 응원지원 체계 구축을통해 

효율적인 방재와 전문 화학방재정보센터의 24시간 실시간 

조언(인제대학교 화학방재정보센터와 지원 계약 체결)을 

구성하는 사례가 있다. 국외의 경우 운송관련 전문가를 육 

성하고 있으며， Fig.6과 같이 운송안전 위험성을 전문적으 

로 펑가하는 지침서(the dow company의 disσibution 맹de) 

떠enry， 2002) 운용을 통해 화학물질을 도입→사용?생산→ 

폐기·유통 전과정 (life cycle)에 대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 

었다. 

국내에서 H사의 경우 화학물질 비상운송대응 지침을 마 

련하기 위해 위험성 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자체 분류 기준 

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사고 영향과 운송영 

향’에 대한 단계적인 위험등급 기준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구체 적으로 보면 사고 영향 등급(consequence index level) 

을‘화재폭발，반응성，흡입독성，비상노출한계수준，수생 

독성， 국내법규’ 5단계로 구분하고， 운송영향 등급(뼈uency 

index level)을 ‘운송량， 운송횟수， 운송거 리， 주운행 도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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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로 구분하여 이를 상대적 도식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비상출동장비나 인적 대응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대응하는 

운송안전 위험성지침을 운용하는 사례를 확인하였고， B사 

의 경우 운송사(물류협 력사)를 평가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운송안전성 평가(road safety assessment: RSA - http:// 

www.fds-portal.orglroad/}는 유럽 운송기준에 기초한 것으 

로 1994년 도로운송부문에 채택되어 2005년에 적용된 

(european chemical indus따 council의 safety and qualiη 

assessment system, SQAS - http://www.sqas.org) 근거 를 통 

한 물류협 력사 평가 기 법 이 적용된 사례(Hwang， 2006)이 

다 이와 같이 단계적인 운송 화학물질 위험관리 모댈에 

운송 비상대응 지침과 운송사 평가를 포함한 종합적인 기 

법을 전과정 (Iife cycle) 화학물질 운송 관리기준으로 적용 

할수 있을 것이다. 

4. 결 로
 」

석유화학 업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잠재적 

인 위험이 확인되는 것은 첫째 화학물질의 광범위한 사용 

과 둘째 공공의 인식이 상이함， 셋째 사업장 간의 전문성 

및 문제의식 차이 (gap)로 나타난다. 이런 위협과 관련하여 

현재 화학산업에 대한 사회적인 규제의 대원칙은 크게 4 

가지로 “@위혐의 사회적 책임을 확대 @자율 규제이나 

초국가적인 규제 @합리성의 원칙중시 @위험식별과 측정 

을 통한 규제 방식”으로 분류 될 수 있다. 이러한 규제에 

대한 화학물질 관리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형 

식적인 업무를 줄이고， “파트너십과 상식적 규제， 자율안 

전관리의 방향”이라는 기본적 인 흐름과 다음과 같은 3단 

계적 관리가 요구된다. I단계는 화학물질 관리의 현재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댈화(as-is vs to?be model)이며， 2 

단계는 캡 제어 (gap conσ01) 방안을 통해 전향적 실행지침 

수립과 관리， 3단계로는 전략적 위험성 평가가 기준이 되 

는 구체적인 로드뱀의 구성과 실행이다. 이와 더불어 

“@기존 법체계의 정비를 통한 행정적 낭비요소와 오류 최 

소화 @지적재산권 및 제조물책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 

위에서의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안전정보와 실험기술에 대 

한 선진적 자료 공용 데이터베이스 구축 @다양한 유해위 

험자료의 공개와 각 분야별 전문가 육성 및 네트원화 @지 

속적인 교육 홍보를 통한 유해성의 공유 @기존 화학물질 

평가 강화 및 혼합물， 신규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기 

술적 지원 @조속한화학물질 분류 및 라벨링 조화@실행 

비용 절감 및 유예기간의 설정”을 통해 국제적 표준의 적 

극적인 적용과 다양한 국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공동협 

력 체제의 구축이 요구된다. 따라서 석유화학 사업장에서 

의 운송 화학물질 위험관리의 확고한 운영과 전략적 접근 

에 근간을 두어 다양하고 적절한 위험성평가 및 위기관리 

프로그램을 통한 위기 대비 능력 향상과 국제화를 통한 선진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운용， 리스퍼서블케어 활동(OSHR1 ， 

2000)의 level-up 및 확산(ouσeach)을 통해 신뢰도(σust)와 

투명성(σansparency)을 확보함으로 화학물질 운송 위험관 

리와 더불어 효율적인 화학물질 전과정(life cycle)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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