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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고 싶어도 쉴 수 없고, 쉬어도 쉰 것같지 않은 직장인들에게 우울증·수면장애전문 정신과
의사 니시다 마사키가 하루 15분 피로관리법을 제안하고 있다. 저자는 과거와 달라진 피로
유형으로 인해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피로를 그대로 두면 일과 건강 모두를 잃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피로유형을 파악하고 생활습관에서부터 심리적 조언에 이르기까지 피로를
푸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자신의 피로를 진단하고 유형에 맞는 실천프로그램을
찾아 하루 15분만 투자하면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총 263쪽에 달하는 책의 주요내용을 보면 크게
1. 피로, 그냥 두면 병이된다. / 2. 주말내내 자도 피곤한 이유는? / 3.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은 따로있다.
4. 식습관으로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라. / 5. 생각을 바꿔야 몸이 바뀐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갑자기 찌는 살, 불면, 두통, 우울증, 어깨결림, 허리통증, 기억력 저하, 마음이 불안하고 분노조절이 잘 안되는 것 등
이 모두가 피로누적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한다.
직장인이면 누구나 예외가 없는 피로감, 자신이 지쳐있음을 부인하지 말고 마음이 보내는 위기신호에 집중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일과 건강 모두를 지킬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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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지역
침수피해대책

1. 머리말

본 고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지역의 강우변화와 우

최근의 근대화와 산업화로 도시는 도로, 건물의 증가 및

분석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 대책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토지이용변화 등으로 인해 불투수성이 확대되어 홍수도

다각적이며 현실적인 대책마련에 기여코자 한다.

리나라의 자연재난추이 분석을 통해 자연재난 위험성을

달시간이 단축되고 유출량이 증가하면서 과거의 물순환
과정을 급격히 변화시키고 있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대
규모 강우사상 역시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위험을 가
중시키고 있다.

2. 우리나라 기후변화 및 재해추이

범람에 의한 홍수였다면 최근의 홍수사상은 내수가 배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제

제되지 못하여 도시의 지상 및 대규모 지하공간이 침

4차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 이후 전세계 평균기온이

수되는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 1999년 경기도 파주

0.74℃ 상승하고 금세기 말까지 4.4℃ 상승할 것으로

시, 2001년 서울 신림동, 2001년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전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뭄, 홍수 등 극한 기상현상

2002년 경남 김해시, 2003년 경남 마산시, 2009년 부

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기온이 3℃ 증가

산시 등이 대표적인 내수침수피해사례로 기억되고 있으

하였을 때 아시아에서만 연간 7백만명 이상이 홍수피해

며 2010년 9월21일 추석기간의 서울 및 인천지역의 집

의 위기에 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호우피해는 도시 내수배수체계 역할과 문제점이 이슈

2000년대 들어 2004년 남아시아 지진해일, 2005년 미

화된 중요한 사건이 되었다.

국 허리케인 카트리나, 2008년 중국 쓰찬성지진, 2010

특히 2010년에 이어 2011년에 우면산피해와 강남역 침

년 아이티지진, 2011년 일본 센다이지진 및 태국홍수

수피해가 발생하면서 인명피해 발생가능성이 높은 생활

등 거대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이로 인한 피해가 급격

권주변, 즉 도심지역의 대책마련에 많은 고민과 관심을

히 증가하고 있다는 현실이 앞으로 발생될 예상하지 못

기울이고 있다.

한 또 다른 거대재해를 예고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세계 자연재해 연평균 발생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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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전세계 연평균 자연재해 피해현황 (자료 : EM-D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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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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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전 세계적 자연재해추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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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현실을 반영하듯 과거의 홍수사상은 외수 (하천)의

표 1. 서울 및 부산지역 1시간 최대강우량
순위

서 울

부 산

강수량 (㎜/hr)

시 기

강수량(㎜/hr)

시 기

1

118.6

1942년 8월

106.0

2008년 8월

2

116.0

1964년 9월

96.0

2011년 7월

3

113.0

2011년 7월

90.0

2009년 7월

4

99.5

2001년 7월

89.0

1970년 9월

5

98.5

2010년 9월

86.7

1984년 9월

2.2 우리나라 자연재해 추이분석

‘매미’
, 2006년 강원지역 집중호우, 2010년 서울ㆍ경기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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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나라는 지구 평균기온

집중호우, 2011년 서울 집중호우 등 매년 대형 홍수피

(0.74℃)의 2배인 1.5℃ 상승하였고 강우강도도 증가하

해를 입은 바 있으며 피해규모로 역사상 10위권 내에 속

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1C 말에는 기온 4℃ 상승과

한 대형 자연재해가 대부분 최근에 발생하였다. 재산피

강수량 17%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

해가 2000년대가 1990년대에 비해 3배 정도 증가하고

특히 도심지역은 지난 100년간 지구평균기온 상승폭

있는 것은 최근에 들어 재해피해가 거대화되고 있다는

(0.75℃)의 2배가 넘는 1.8℃(6대도시 : 서울, 인천, 대구,

결과로 분석된다.

목포, 부산, 강릉) 상승하였으며, 침수피해의 발생요인 중

다행인 것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증가로 재산피해

가장 중요한 시간당 강우량의 경우 서울과 부산지역이

는 증가하고 있으나 1990년대 이후 국가차원의 방재투

2000년대 들어 기록적인 폭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자와 시스템구축을 통해 인명피해는 감소하고 있다는 것

것으로 조사되었다.

으로 방재대책 및 예방사업추진효과를 잘 보여주고 있다

자연재해피해 역시 2002년 태풍‘루사’
, 2003년 태풍

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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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우리나라 연평균 자연재해 피해현황 (자료 : 소방방재청 재해연보)

2000년대

3. 도시홍수 주요원인
3.1 도시홍수 발생과정

표 2. 도시홍수 주요원인
발생인자

강우량 증가 •기후변화로 인한 시간 최대강우량 증가

도시홍수피해는 강우로 유역내 강우유출이 생기고 지표
면으로 침투되거나 저류되지 않는 유출량이 하천에 흘러

토지이용변화

우 및 각종 관련 시설물의 문제로 원활한 배수가 되지않
을 때 지상공간이 침수가 되는 현상을 말한다.
특히 지상공간에서의 침수는 다시 지상 및 지하공간의

도시화 및
인구집중
대형 지하공간
개발

연결지점을 통해 지하공간을 침수시키게 되며 지하공간

폐쇄적 공간으로 침수시 원상복구까지는 장기화될 수밖
에 없다.

방재시설물
용량

•도시화로 인한 인구집중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 위험성 증가
•거대도시화로 인한 안전불감증 증가
•지하상가-지하철 등 복합-대형 지하공간
개발
•지상공간침수와 연계되어 지하공간피해 급증
•도시홍수방재시설물 설계용량 부족
(간선 10년, 지선 5년)

* 도시하천 설계빈도(소하천 50년, 지방하천
80~100년)

•도시지역 홍수재해지도 등 비구조적 대책의
미흡
제도적 부분
•도시지역 내 우수저류시설 등 예방사업 부족

Risk & Insurance

은 원칙적으로 배수펌프 외에는 다른 배수체계가 없는

•각종 도시개발로 불투수면적이 증가하여
유출량증가 및 도달시간 단축 등
•하천변 저지대의 내수배제 불량

들어가는 과정에서 도시지역 내 원활한 내배수체계를 위
해 인위적으로 설계한 하수도에서 설계기준을 초과한 강

주 요 원 인

06
07

도시홍수피해는 지상공간 및 지하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
다. 이는 최근 지하공간이 대규모 개발되면서 지상공간
의 침수가 지하철입구, 건물 지하주차장입구 등으로 유
입되면서 지상과 함께 인근 지하공간이 함께 침수피해가
그림 3. 도시홍수 발생과정

발생하고 있다.

가. 지상공간 주요 침수피해

3.2 도시홍수 주요원인

먼저 2010년까지의 대규모 지상공간 침수피해를 살펴보

도시홍수의 주요원인을 단순하게 살펴보면 먼저 앞에서

면 2001년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언급한 도시지역의 강우량의 증가와 도시화로 인한 토지

강우로 많은 침수피해가 발생하였으며, 2009년 부산 및

이용변화가 도시홍수를 발생시키는 가장 원천적 원인이

2010년 서울 및 인천에도 설계강우를 초과하는 집중호

며 이로 인하여 방재시설물의 용량을 초과하는 강우 및

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출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침수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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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도시홍수 주요피해

표 2. 도시 지상공간 주요 침수피해
발생일
1999. 8

피 해 지 역

피 해 원 인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집중호우로 인한 문산천월류, 저지대 내수배제불량

서울 관악구 신림동일대 침수

집중호우로 인한 도림천 외수위상승, 저지대 내수배제불량

경기도 안양시 안양동일대 침수

삼성천 월류 및 저지대 내수배제불량

경기도 안양시 석수동일대 침수

집중호우로 인한 하수역류

전남 고흥군 고흥읍일대 침수

집중호우로 인한 저지대 내수배제불량, 2007년 태풍 나리 반복피해

경남 김해시 한림면일대 침수

집중호우로 인한 화포천 범람, 배수펌프장 노후화 및 내수배제불량

강원 강릉시 남대천일대 침수

태풍 루사로 인한 남대천 외수위상승, 내수배제불량

경북 김천시 지좌동일대 침수

태풍 루사로 인한 감천 외수위상승, 내수배제불량

강원 강릉시 노암동일대 침수

태풍 매미로 인한 저지대 내수배제불량

대구시 수성구 황금동일대 침수

태풍 매미로 인한 내수배제불량

마산시 해운동 및 신마산일대 침수

태풍 매미로 인한 해수범람 및 저지대 지하상가 침수

2006. 7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일대 침수

집중호우로 인한 안양천 제방붕괴

2007. 9

제주도 제주시

태풍 나리로 인한 집중호우, 하천복개로 인한 통수능력 감소 등

2009. 7

부산 센텀시티, 송정동, 민락동 침수

집중호우로 인한 내수배제불량
※ 온천천 계획홍수위 EL. 5.3m, 수민동 저지대 EL. 4.1~5.1m

2010. 9

서울 강서구, 양천구, 관악구 등
인천 부평구, 남구, 서구 등

집중호우로 인한 내수배제불량
※ 강서구 1hr 98.5㎜(재현기간 39년), 3hr 224.0㎜(재현기간 547년)

2001. 7

2002. 8

2002. 8

200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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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2009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한 부산지역 침수피해

그림 5. 2010년 9월 집중호우로 인한 서울지역 침수피해

나. 지하공간 주요 침수피해

미널역 침수로 16일간 운행이 중지되었으며 2003년 태

지상공간과 함께 지하공간에도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으

풍‘매미’
로 마산시 해운동일대의 해수범람으로 지하상

며 지하철, 지하상가 그리고 지하상가와 지하주차장으로

가가 침수되면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특히

구성되어 있는 지하다층으로 구분하여 대표적인 피해사

2010년에 집중호우로 인해 서울 및 인천지역의 지하철

례를 살펴보면 우선, 2001년 지하철 7호선 고속버스터

및 지하상가 등에 침수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표 3. 도시 지상공간 주요 침수피해
발생일

서울 지하철 7호선 고속버스터미널 침수

5개역 침수 및 16일간 운행중지,
배제불량 및 센트럴시티 하수월류

서울 구로역에서 인천까지 상하행선 침수

집중호우로 선로침수

서울 지하철 3호선 종로3가역

천장누수

2006. 7

지하철 3호선 정발산역 침수

인근 공사장으로부터 강우유입

2010. 9

지하철 사당역 침수

집중호우로 주변도로 침수류가 출입구로 유입

2010. 9

지하철 4호선 신용산역 침수

5번 출구 공사장으로 주변도로 침수류 유입

2001. 6

경남 창원시 용호동 무학상가

집중호우로 인한 상가내 배수구 하수월류

2001. 7

인천 남동구 간석동 지하상가

집중호우로 인한 저지대 침수

2002. 8

서울 강서구 경인유통상가

집중호우로 인한 지하창고 침수

2003. 9

경남 마산시 신마산일대 지하상가 등

2003. 9

경남 마산시 매립지 상가

해수역류로 인한 침수

2010. 9

광화문(광화문역) 지하상가

광화문일대 도로침수류가 7번 출입구로 유입

서울 서대문구 중앙일보빌딩

빌딩주변 하수관 월류수가 지하출입구로 유입
지하 3, 4층 침수

안양시 삼성천부근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

집중호우로 인한 지하주차장 침수

2003. 9

경남 마산시 해운동일대 지하상가

태풍 매미로 해안범람, 지하주차장 및 지하상가 등이
침수되어 12명 사망

2010. 9

인천 부평구 우남플라자

주변침수류가 지하주차장 출입구로 유입,
지하 3, 4층 침수

2010. 9

인천 부평구 우림라이온스밸리

지상주차장 지반고가 주변보다 낮아 침수류 유입,
지하 2, 3층 침수

2010. 9

인천 계양구 작전동 농협하나로마트

주변도로 침수류가 1층 현관으로 유입,
지하 1~3층 일부침수

2010. 9

인천 계양구 병방동 서원아파트

고지대 노면수가 상대적 저지대인 아파트 입구로 유입
지하 2, 3층 침수

2003. 8

2001. 7

지
하
다
방

태풍 매미로 해안범람, 지하상가 침수
(만조시 수위보다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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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로 일부 선로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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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하
상
가

피 해 원 인

서울 지하철 1,2,3,7호선 일부 운행중단

2001. 7
지
하
철

피 해 지 역

그림 6. 2001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한 강남터미널역 침수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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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2010년 9월 집중호우로 인한 신용산역 및 사당역 침수피해

4. 도시홍수 저감대책

가. 구조적 대책

최근의 기후변화와 도시화 등을 고려했을 때 도시홍수의

기후변화로 인한 강우량의 지속적인 증가를 고려하여

크기와 빈도 등을 예측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

방재시설물에 대한 설계기준이 재설정되어야 한다. 전

되며 도시홍수를 원천 예방하기 위한 각종 시설물의 보

술한 바와 같이 최근 서울 및 부산의 도시홍수피해시의

수보강을 위한 사회적 비용도 고려해야할 부분이라고 판

강우량을 분석해 보면 2000년대 들어 과거기록을 넘어

단된다.

서는 집중호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도시홍수를 가장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인명피해

현재의 하수도 설계기준인 75mm/hr로는 침수피해를

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각종 시설물을 보강하는 구조적

방지하는데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대책과 예·경보, 홍수지도, 대피 등과 같은 비구조적

또한 방재시설물간 설계기준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다.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등 하천에 대한 설계기

1) 기후변화를 고려한 방재기준 재설정

준과 우수관거, 배수펌프장 등 도시내배수를 위한 설계

재해규모

비구조적 대책

- 행위제한 등 제도적 기반
- 예·경보 및 위험지역 예측
- 교육 및 훈련 등

재해를 유발시키는
시설물 설계기준 초과 및 사회구조적 인자
방재시설물간 연계
방재능력 향상

구조적 대책
- 설계기준 강화
- 우수저류시설 확대
- 방재시설물 설치 등

방재시설물 설계기준에 따른
재해방재 능력

그림 8. 도시홍수저감을 위한 구조적-비구조적 통합대책의 필요성

우수를 분담저류함으로써 각종 방재시설물의 부담을 줄

설정하고 이에 따른 각종 방재시설물의 설계기준을 조

이고 홍수피해를 최소화하는 보다 선제적인 재난예방수

정하여야 한다.

단이 될 수 있다.

Risk & Insurance

2) 물관리체계 개선을 통한 홍수분담체계 구축

3) 재해위험지 조기정비를 통한 지역방재체질 개선

10
11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우수관거

예방중심적인 방재대책을 위해서는 재해취약지역 및 시

를 넓히고 하천제방을 증고하는 것은 하류지역에 우수

설에 대해 조속한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도심지에 재

를 집중시켜 또 다른 피해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미래

해위험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등과 같은 위험지역

물관리체계는 우수저류시설 및 빗물재활용 등과 같은

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투자전략이 필요하며, 특히 인

LID(Low Impact Development) 및 PID(Positive Impact

명피해우려가 있는 지역을 우선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Development) 전략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는 곧 유역내

또한 소방방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풍수해 저감종합계

건물, 공원 등 빗물저장조

<공원내 빗물저장>

<건물저장> - 광진구 스타시티 빌딩

계곡, 저지대 빗물저류조

<망우산 빗물저류조>

그림 9. 수원 Rain-City (저류ㆍ침투시설 설치)

<석관동 빗물저류조>

그림 10. 각종 우수유출 저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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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지자체는 홍수방어목표를

´09년 7월 집중호우시

공사중 (펌프가동)

´11년 7월 강우시 침수피해 미발생

그림 11. 부산 사상구 감정동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전·후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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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을 조속히 추진하여 지역내 재해취약지역을 추출하고

작성하여 도시홍수에 대응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며 각종 국토개발 및 도시개발

우리나라와 같이 지하공간의 활용성이 매우 높은 일본의

계획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근원적으로 지역방재역량을

경우는 지상 및 지하를 연계한 침수예측을 위해 많은 연

강화할 수 있다.

구를 추진하고 있다.

나. 비구조적 대책

2) 국토 및 도시개발계획과 연계한 방재제도 강화

1) 도시홍수 예경보 및 재해지도 작성

미국의 경우에는 홍수위험지역에서는 건축을 제한하고

도시홍수는 도달시간이 짧고 관망해석과 침수류 해석이

위험지역 내에 건축하는 경우 각종 재난지원혜택 및 보

라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시간 예·경

험가입제한 등의 조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서

보체계는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사전에 도시홍수위험

울과 같은 인구가 밀집하고 부동산 가격이 비싼 대도시

지역을 미리 파악하고 시나리오별 도시홍수재해지도를

지역에서 단기간 추진한다는 것으로 매우 어려운 현실이

그림 12. Web-GIS 홍수위험지도

그림 13. 교토역·지하몰 침수예상지역

다. 하지만 새로운 도시개발 및 장기적 도시개발계획 관
점에서 이러한 방재적 부분을 고려한 개발정책이 수립되
어 한다.

5. 마무리
2011년, 방재선진국 일본에서 지진 및 지진해일로 2만5
천명 이상의 인명피해와 300조원이 넘는 재산피해가 발
생하였고, 서울에서는 집중호우로 우면산에 산사태가 발

지역주민의 재난적응력 제고를 위해서는 지자체와 국민

생하여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태국에서는 태풍

이 함께하는 방재문화형성체를 실현하여야 한다. 특히 방

및 집중호우로 370여명의 인명피해와 18조원이 넘는 재

재시설물의 성능개선과 같은 구조적 방법만으로는 기후

산피해가 발생하였다.

변화로 거대화되고 있는 자연재해를 완전히 차단하기에

다음해, 2012년 여름 우리나라는 태풍‘볼라벤’
과‘산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교육, 훈련 등 지역주민의 방재역량

가 연속적으로 상륙하면서 제2의 우면산피해가 발생하지

강화를 위한 비구조적 대책도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않을까? 많이 숨죽이고 긴장하였던 기억이 생생하다.

초등학교부터 재난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시키고 민간에

국가가 발전할수록 국민의 안전욕구는 증대되고, 국가

대한 방재교육을 활성화시키며 평상시 정기적인 재난방

의 안정적 성장기반 구축은 국가 미래 성장동력의 핵심

송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각종 재해지도를 공표하

적 부분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의 미

여 국민들로 하여금 우리동네 및 지역에 대한 재난경각

래 방재역량강화를 위해서 중앙-지자체-국민이 상호소

심을 높이고 지역주민이 직접 방재대책에 참여하는 관심

통하는 지속적인 재난관리정책과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이 필요하다.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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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범 선 교수

김 연 림 석사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해양플랜트의
정량적 위험도 평가

해양플랜트산업의 현황 및 전망

랜트시장은 2005년 이후 발주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

최근 10년간 중국, 인도, 브라질 등의 에너지소비가 급

보유한 대형 조선사에게 새로운 시장으로 부상해 왔다.

등하게 됨에 따라 2008년 금융위기 때 잠시 주춤했음에

이같은 추세는 작년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어느 정도

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가의 고공행진은 멈추지 않고 있

지속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최근 전세계 금융시장 불

다. 이에 따라 해양 유전개발의 충분한 경제성이 확보되

안에 따라 시추선시장은 다소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고 해양자원 발굴·시추·생산하는데 필요한 장비를 건

심해 해양생산설비 수요는 지속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

조하거나 설치·공급하는 해양플랜트산업이 각광을 받고

다. 장기적으로도 현재 개발 중인 유전의 상당부분이 성

있다. 특히 육상 및 천혜의 자원이 고갈됨에 따라 심해

숙단계에 도달하게 됨에 따라 심해의 유전개발 움직임이

및 극지의 가스·오일개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대형 석유회사를 중심으

관련 시추 및 생산기술 또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로 꾸준한 수요가 기대된다.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의 전망에 따르면 인

지식경제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한국 조선업계의 해

구증가 등으로 인해 에너지소비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

양플랜트 수주금액은 257억달러에 달해 상선부문 수주

어 2020년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 이상이 유지될 것이

금액인 249억달러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플랜트

며, 심해유전 개발수요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를 제작·운송·현장설치까지 책임지는 턴키방식으로 건

있다. 연구기관들에 따르면 전세계 해양플랜트 시장규

조할 능력을 갖춘 회사는 한국의 대형조선소가 독보적이

모는 2010년 2,271억달러에서 2020년 약 5,000억달

다. 현재까지 발주된 13척의 대형 FPSO는 모두 현대중

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최근 해양시장

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에서 건조되었으며 최

전문분석기관들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공통적으로 전세

근 발주된 대형 FPSO의 가격은 거의 3조원에 육박하고

계 오일 및 가스부문의 투자는 과거 5년간에 비해 향후 5

있다.

년간 연평균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드릴십, 반잠수식 시추선분야도 시장을 거의 장악하고

지역적으로는 아프리카, 남미 및 북해에서 심해용 생산

있다. 삼성중공업의 경우 2012년 말까지 발주된 125척

설비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그동안 멕시코만, 남미, 서

의 드릴십 중 54척을 수주해 시장점유율 43%와 세계 최

아프리카, 북해중심의 개발에서 동아프리카, 극지, 동남

초로 발주된 세계 최대크기의 LNG FPSO를 수주하는

아 등으로 개발지역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호

등 세계 해양설비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주 및 동남아지역의 대규모 가스전 개발로 부유식 LNG생

하지만 한국이 거의 독점하고 있는 해양구조물 건조시장

산설비(FLNG)와 석유 및 가스생산용 대형 플랫폼이 다수

에 싱가폴조선소들의 도전이 거세며, 후발주자인 중국

발주 중에 있으며, 인도 및 중동지역의 중소형 생산설비

은 정부의 지원을 무기로 해양플랜트진출이 활발하게 진

및 파이프라인 공사도 지속적으로 발주되고 있다.

행되고 있다. 중국 조선업계는 개조 및 시추선 신조시장

시추관련설비들의 발주 및 가동률 증가추세는 향후 해양

외에 FPSO 및 FLNG시장에도 적극 진출하고 있어 한

설비시장의 전망을 낙관하게 하고 있으며, 최근의 시추

국 조선업계에 위협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는 중국

선(Drill ship)의 용선료도 50~60만달러/일의 고공행진

정부의‘해양플랜트산업 중장기 발전계획(´12년 3월)’
의

을 계속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유가와 더불어 해양플

일환에서 비롯되고 있다. 중국정부는 ´15년까지 양자강

으며 설계, 생산, 프로젝트 관리능력 등 종합경쟁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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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주, 주강삼각주, 환발해지역 등 세 지역의 경쟁력있

물이었던 Piper Alpha는 가스 가공/처리모듈의 배관에

는 업체들을 묶어서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고 ´15년까

서 LPG 가스분출로 인하여 1차 폭발이 시작되었고, 그

지 연간매출액 400억위안(약 7조2천억원) 이상, ´20년까

후 구조물 전체로 화재가 확산됨에 따라 구조물 전체가

지 800억위안(약 14조4천억원) 이상을 달성할 계획이다.

붕괴침몰하게 되었다. 방화벽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1차

5~6개의 해양플랜트 엔지니어링 건조업체를 육성해 해

폭발에 의한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방화벽이 붕괴되어

양플랜트설비를 건조함으로써 매출수익 2,000억위안

화재는 구조물 전체에 확산되고, 결국 전체 구조물의 붕

이상(36조원)을 달성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괴에 다다르게 되었다. 발생한 화재는 분출된 액화가스
에 의한 제트화재로 알려져 있다.
또한 2010년 4월20일 미국의 멕시코만에서 발생한

해양플랜트의 화재 및 폭발사고

Deepwater Horizon 사고는 11명의 사망자와 18명의

해양플랜트는 해상자원의 채굴 및 생산의 주체로서 다루

인적 그리고 환경적인 피해를 가져왔다. 본 구조물은 거

고 있는 물질이 주로 위험한 가스나 오일이고, 또 극지

대한 해양시추선으로서 0.5m 지름에 1600m 정도 되는

및 심해로 이동하면서 열악한 작업환경 때문에 잠재적으

길이의 라이저라고 부르는 파이프로 해저에 연결되어 있

Special

로 큰 화재사고나 폭발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해양플랜

었고, 유정은 해저 4000m 아래에 있었다. 가스가 유정

트의 화재사고나 폭발사고는 구조물, 생산장비 등에 큰

에 새어 들어가면서 폭발이 일어났고, 5500m 위에 떨어

특집

타격을 주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져 있는 해상시추선에 불이 붙었다. 작업자들은 유사시

작업자 및 환경에 치명적인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유정을 차단하기 위해 라이저 끝단에 연결된 원유분출방

대표적인 예로써 1998년 7월6일 스코틀랜드인근 북해

지장치 BOP(Blowout preventer) 를 차단하려 했지만 작

에서 발생한 Piper Alpha 사고는 167명의 사망자와 29

동하지 않았다. 결국 시추공에서 분출한 원유가 부근의

억달러의 손실이 발생한 대형 폭발화재사고이다. 해상

멕시코만으로 흘러 들어갔으며 미국 역사상 최악의 해상

에서 Oil과 LPG/LNG를 생산하던 자켓타입의 해양구조

기름유출사고를 일으켰다.

그림 1. Piper Alpha 사고사례

부상자, 그리고 300억달러의 손실이라는 엄청난 물적,

그림 2. The Deepwater Horizon 사고사례

이러한 대형 화재폭발사고를 계기로 해양플랜트의

■ 재산위험도 : 물질적 손해, 생산차질

화재사고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분석을 통한 정량적
인명적 위험도 (Personnel risk)는 사망위험도 (Fatality

Quantitative Risk Assessment의 약자로서 정상

risk)를 뜻하며 경우에 따라 신체 장애위험도(Impairment

적 위험도 평가에서 이루어진 위험도 분석을 기초로 해

risk)를 사망위험도에 포함시켜 평가할 때도 있다. 사망

양플랜트의 위험도를 추가적으로 정량화하여 산출하는

위험도(Fatality risk)는 흔히 PLL(Potential Loss of Life)

것이다. QRA는 1970 후반부터 가장 먼저 노르웨이에

로 나타내고 있는데, 어떤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그 사고

서 시스템적인 연구와 실용적 검증을 거쳐 발전하여 왔

에 의해서 초래된 사망자 수에 그 사고의 발생빈도를 곱

다. 이후 1988년 Piper Alpha 사건 이후로 해양플랜트

한 값으로 정의될 수 있다. 신체장애위험도 (Impairment

폭발화재사고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영국에서도 QRA

risk)는 Safety function이 완전히 파괴되거나 또는 부분

활용이 널리 전파되었고, 그 이후로도 지속적이고 체계

적으로 손상되었을 때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고려한 위험

적으로 보안되어 왔다. 초기의 QRA는 정량적인 위험도

도를 나타낸다. 여기서 Safety function은 사고가 발생

평가라기보다는 정성적인 위험도 평가에 더 가까웠다.

하였을 때 작업자가 사고로부터 도피·탈출하거나 생존

즉 HAZOP, FMEA 등의 방법을 통하여 사고위험을 식

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가지 설비와 시스템을 통칭하여

별하고 결정론적 방법으로 사고위험의 발생확률, 발생

말하고 있다. Safety function 보통 UK, NORSOK에

원인, 발생결과 등을 정의하여 위험도를 평가하였다.

서 규정한 두 가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

하지만 최근들어 사고데이터가 축적되고 화재, 가스확

용은 표 1.과 같다.

사고위험의 위험도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제안되

표 1. A Comparative table of Safety Functions (SF)

고 있다.

UK Legislation

Norway Legislation

해양플랜트 위험도 평가

Life support SF
Command SF
TR Egress SF
Evacuation

Escape ways SF
Temporary refuge
Supporting structure
Evacuation system
Emergency control
system

IMO 공식안전평가, ISO 국제표준을 비롯하여 많은 구
제표준이나 규칙에서 위험도는 사고위험의 발생빈도와
그 결과의 곱으로 정의하고 있다.
위험도(Risk) = 발생빈도 (Frequency) × 결과 (Consequency)

환경위험도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주로 해양플랜트로
부터 유출된 가스나 오일로 인하여 발생된 환경피해를
고려하고 있다. 유출사고의 결과는 유출로 인하여 영향

사고의 결과를 고려할 때 위험도는 흔히 다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 인명적 위험도 : 사망위험도, 신체장애위험도
■ 환경적 위험도

을 받은 주위환경이 유출전 상태로 회복하는 데까지 필
요한 시간으로 정량화되고 있다. 표 2.는 기존에 발생한
환경오염사건의 피해복구기간을 정량화한 예를 보여주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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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및 폭발시뮬레이션기술이 발전하면서 확률론적으로

Risk & Insurance

인 리스크평가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QRA는

표 2. Example of Quantified Risks to Environment
Scope of spill

Year of spill

Calculated total spill (bbls)

Observed recovery time (years)

Exxon Valdez

1989

375-500,000

Around 10

Mercantile Marcia

1989

?

4

Oil pipeline, Louisiana

1985

?

1

Oil pipeline, Texas

1984

?

2

Amoco Cadiz

1978

20,000

5-10

Esso Bernica

1978

-

9

Ekofisk B platform

1977

22,000

1

Tsesis

1977

-

5-10

Arrow

1970

7,000

5-10

Santa Barbara

1967

> 8,500

1

Torrey Canyon

1967

30,000

5-10

Special

재산위험도(Asset risk)는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해양플

위에서 언급한 위험도는 궁극적으로 QRA평가를 통하여

랜트장비, 구조물의 파손, 더 나아가서 사고로 인한 해

얻을 수 있는 정량화된 수치들이고, 그 값들을 각 규칙이

양플랜트의 운전정지 등을 평가하며 사고의 결과는 그

나 코드에서 요구하는 허용가능한 위험도 기준과 비교하

손해를 경제적 가치로 정량화하여 평가하고 있다.

여 위험도를 판단한다. 추정한 해양플랜트의 위험도가

특집
Platform
Design

Potential causes of fire and
explosion
▹

Internal cause

Incorrect equipment or
material specification
• Defective material or
equipment
• Pressure outside
design limits
• Temperature outside
design limits
• Vibration
• Corrosion
• Erosion
• Human error
• External loading
• Impact
•

▹

External causes

• Helicopter crash
• Ship collision
• Extreme weather

Acceptance
Criteria

Operational
Modes
• Hazard and operability study (HAZOP)
• Failure Modes and Effects Analysis (FMEA)

Hazard
Identification

Reference Information

List of Accident
Initiating Events
Accident
modeling
Consequence
Evaluate

Probability of
Occurrence

Design or
Procedural
Countermeasures

Accident Scenario
Evaluation
Evaluation of Risk
Acceptable Risk

Process Flow
Diagrams (PFDs)
• Piping and
Instrumentation
Diagrams(P&ID)
• Layout plans
• Equipment lists
• Process data sheets
• Operating and
maintenance
philosophy
•

No

Yes
• Risk Picture of Concept
• Residual Risk Frequency
• Risk Reducing Measures

그림 3. Conceptual Procedure of QRA Analysis

에는 추정한 위험도가 허용범위내로 낮추어질 때까지 설

계학적으로 분석하여 예측할 수 있다. 그 다음 초기사건

계수정을 반복한다.

의 종류에 따라서 Event tree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가지

실제 QRA평가는 여러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Branch)점, 즉 노드를 결정하여야 한다. 표 4.는 노드

복잡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상

를 결정하기 위하여 고려되어야 하는 일반적인 해양플랜

세히 설명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그림 3.은

트의 요소들을 나타내고 있다. 노드에 대한 결정을 마치

QRA평가의 전체적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기본적으로

면 그림 4.와 같이 노드이벤트의 확률모델을 이용하여

해양플랜트의 프로세스, 레이아웃, 장비리스트, P&ID

Event tree의 각 가지 점에 특정한 확률값을 입력한다.

등 정보를 바탕으로 HAZOP, FMEA를 수행하여 어

그리고 각 가지를 따라가며 전체 노드에서의 확률을 곱

떤 위험이 잠재적으로 존재하는지를 판단한다. 그런 위

하여 최종적으로 Terminal event의 발생가능확률을 계

험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발단이벤트들

산한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초기사건의 발생빈도를 곱

(Accident initiating events)을 정리하고 대표적인 위험도

하여 Terminal event의 빈도를 계산할 수 있다. 정확한

산출방법인 ETA (Event tree analysis)를 이용하여 최종

각 노드의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해양플랜트의 프로세

적으로 위험도를 평가한다.

스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분석과 사고사건이 순차적으로

HAZID (Hazard Identification)를 통해서 구한 사고의 초

전개되는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

기사건 리스트를 얻을 수 있고, 이 사건들을 이용해 최

하다. 마지막으로 각 Terminal event가 일어났을 때 발

종적으로 위험도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초기

생가능한 결과의 영향을 분석하고 정량적으로 인명·환

사건들의 발생빈도를 알아야 한다. 초기사건들의 발생

경·재산에 대한 위험도를 추정하게 된다.

표 3. Offshore accident database
Hazard

Recommended data source

Process hydrocarbon release

HSE Offshore hydrocarbon release database

Riser/pipeline leak

PARLOC database

Blowout

SINTEF Blowout database

Collision

COAST traffic database

General

DNV WOAD

표 4. General aspects for determining ETA nodes
General
Detection of leaks

Flaring

Ignition

Fire fighting system

Emergency shut down

Explosion and fire

Blowdown

Esca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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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는 흔히 표 3.에서 언급한 사고데이터를 가지고 통

Risk & Insurance

허용가능한 위험도(Acceptable risk)를 초과하였을 경우

Branch
Frequency

Structural
Impairment

Escape Route LQ Evacuation Bow
Evacuation
Impairment
Impairment
Impairment
Yes
0.03
Yes
0.10
No
0.97

No
0.90
Yes
0.03
No
0.90

X

No
0.97

Yes
0.10

Immediate Trapped

LQ Evac Bow Evac TOTAL

Yes
0.01

XXX

XXX

XXX

XXX

XXX

No
0.99

XXX

XXX

XXX

XXX

XXX

Yes
0.01

XXX

XXX

XXX

No
0.99

XXX

XXX

XXX

Yes
0.01

XXX

XXX

XXX

XXX

No
0.99

XXX

XXX

XXX

XXX

Yes
0.01

XXX

XXX

No
0.99

XXX

XXX

Yes
0.10

XXX

No
0.90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그림 4. Example of Event Tree Analysis

Special
특집

해양플랜트 화재시뮬레이션 및
비선형 구조해석

계산하는데 지나치게 보수적인 면이 있다. 반면 CFD 수

현재까지 계속 축적되고 있는 해양플랜트의 사고

중의 하나인 조밀도(Congestion)를 고려할 수 있기 때

데이터와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전산유체역학

문에 보다 시간에 따른 실질적인 열하중분포를 얻을 수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기술발달에 따라 정량

가 있다. 화재수치시뮬레이션 상용프로그램 중 하나인

적 위험도 평가와 실질적인 화재·폭발·가스확산 시뮬

KFX(Kameleon FireEx)는 특히 Active fire protection

레이션이 가능해지고 있다.

의 대표적인 예인 Water deluge 시스템을 고려한 화재

기존의 열하중을 받고 있는 구조물의 구조해석은 보통

시뮬레이션을 가능하게 한다.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생

ISO나 ASTM, NPD 등의 기관에서 규정한 표준화재모델

성되는 주변의 CO2, H2O, 그을음 등의 혼합기체는 저온

에 대해 시간에 따른 온도나 Heat flux와 같은 열하중을

에서 화염으로부터 오는 열복사를 흡수하거나 산란시킬

그림 5. Jet 화재시뮬레이션 예

그림 6. 열하중에 대한 비선형 구조해석 예제

치화재시뮬레이션은 각 모듈에 있는 장비들의 기하학적
인 형상을 비롯하여 상부 플랜트모듈의 주요한 파라미터

수 있고, 고온에서는 자체적으로 추가적인 열복사를 방
출할 수 있다. KFX프로그램은 화재가 일어나는 과정에

맺음말
해양플랜트의 수요는 해양자원의 개발이 증가함에 따

라 고려하고 수치해법인 DTM(Discrete Transfer Model)

라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해양구조물의

을 이용하여 복사열 전달현상을 구현하고 있다.

화재폭발사고는 치명적인 물적·인적·환경적 피해를

이렇게 얻어진 열하중(Heat flux)에 대해 열전달 해석을

불러오기 때문에 이를 설계단계에서부터 방지하기 위

통해 시간에 따른 구조물의 온도분포를 계산할 수 있고,

한 보다 객관적인 노력으로서 QRA가 개발되어 적용되

비선형 유한요소 해석을 통해 최종적으로 구조물의 최

어오고 있다. 정량적 QRA평가는 그동안 축적된 사고

대 변형량, 붕괴시간 등을 구할 수 있다. 이때 온도가 상

발생 데이터베이스와 보다 정교한 사고결과 예측방법

승함에 따라 열전달계수, 탄성계수, 항복강도, 비중 등

이 개발되어옴에 따라 끊임없이 발전되어오고 있다. 하

과 같은 구조의 물성치들이 변하게 되기 때문에 이를 고

지만 여전히 설계초기 불확실한 요소와 시뮬레이션의

려해야 정확한 계산이 이루어질 수 있다.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그 적용측면에는 여전히 개선될

이렇게 얻어진 화재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Fire fighting

점이 많다. 따라서 향후에는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이

system의 변경, Passive Fire Protection(PFP)의 범위

면서 동시에 설계초기에 보다 정도높은 결과를 얻을 수

결정, Water spray나 Deluge system과 같은 여러가지

있는 QRA방법의 개선과 개발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능동적 화재경감장치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해양플랜트정보지 제5호, 해양플랜트산업 전망과 한국이 나아갈 길, 김정국, 한국해양수산개발원
•Cullen L., The public inquiry into the piper alpha disaster, HMSO, London, UK, 1990.
•GS EP SAF 332 General specification for fixed fire water systems.
•GS EP SAF 337 Passive fire protection.
•I. Rahmanian, Y. Wang., 2009. Thermal Conductivity of Gypsum at High Temperatures.
•Jan Erik Vinnem.,1999. Offshore Risk Assessment.
•Kameleon FireEx KFX ® (2010) User’
s manual.
•Magnussen B.F, NTNU/Sintef Applied Tehrmodynamics and Fluid Dynamics, Evanger T.,Vembe B.E.,Lilleheie N.I,
Grimsmo B.,ComputIT, Velde B.,Holen J., Statoil, Linke G., Ruhrgas, Genillon P., Gaz de France, Tonda H, EIf, Blotto
P, Eni-Agip. Kameleon FireEx in Safety Applications. Society of Petroleum Engineers, Stavanger, Norway, 26-28 June
2000.
•NORSOK (2008) Standard S ‐ 001.
•NFPA 13 (1999) Standard for the installation of sprinkler systems.
•Guangcai Gong, Kongqing Li, Gengxin Xie. The Application of Discrete Transfer Method in The Simulation of
Radiation Heating or Cooling, China,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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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중심으로 한
초고층 건축물의 재난관리계획

1. 머리말

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초고층 건축물은 토지의 효율적 이용, 첨단기술력 과시,

본 고에서는 초고층 건축물의 정의, 현황, 재난사례, 초

국가이미지 제고 등 긍정적인 효과와 맞물려 최근 아시아

고층 건축물 특성 및 위험요인을 살펴보고「초고층 특별

와 중동지역에서 건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우

법」
에 나타난 초고층 건축물의 재난관리계획에 대하여

리나라에서는 1985년 63빌딩이 완공된 이래 부산, 서

살펴보고자 한다.

확보하기 위한 기반과 재난관리체계가 마련되었다.

울,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건설이 추진되고 있으나 규모,
용도, 거주밀도 등 초고층 건축물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
은 채 일률적인「건축법」
기준이 적용됨으로써 재난을 예
방하고 대비하기 위한 조치가 미흡한 실정이었다.

2. 초고층(준초고층, 고층) 건축물
초고층 건축물은 각 나라마다 자국의 여건을 고려하여

빌딩 화재는 고층건축물 재난관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정의를 달리하고 있다. 일본은 높이가 60m 이상, 중국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당시 국회계류 중이던「초고

은 높이 100m 이상, 대만은 높이 50m 이상의 건축물

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1)에 관한 특별법(이하

을 초고층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은 국제초고

‘초고층 특별법’
이라 함)」
(안)의 국회본회의 통과에 결정적인

층건축학회 (CTBUH, Council on Tall Building and Urban

역할을 하였다. ´12.3.8 법률이 제정·공포(법률 제10444

Habitat)의 정의에 따르거나 각 주별로 별도의 기준을 정

호)됨으로써 초고층 건축물에 발생할 수 있는 재난으로부

하여 사용하고 있다.

구 분

근

거

정

의

일 본

건축기준법시행령」제3장 구조강도
제1절 제36조 제1항 법 제20조 제2호

- 높이가 60m를 넘는 건축물

중 국

중화민국 건축규범

- 100m 이상의 높이를 가진 건축물

대 만

내정부영건저자료
도시계획류
초고층 건축항

- 피난특별계단을 요구하는 건축물의 높이 한계는 50m
- 건축구조설계 안전규정을 적용받는 초고층은 36m 이상
- 고층피난시 50m 이상에 대해 건축구조의 외부심의 요구함

미 국

CTBUH정의 (높이 50층 이상, 세장비 1:5
이상, 횡력저항시스템 유무) 또는 주별 기
준에 의함

- CTBUH 기준
- Massachusetts주 : 21.34m(70ft) 이상인 건축물
- Emporis.com : 초고층으로 규정하는 최소높이는 150m
또는 152.4m(500ft) 이상

1) 재난관리(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3호) :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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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국가별 초고층 건축물의 기준

Risk & Insurance

이런 가운데 ´10년 10월 부산 해운대‘우신골든스위트’

표 2. 고층건축물(초고층+준초고층) 건축물의 정의
구 분

국

초고층
건축물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

높이 50층 이상, 세장비 1:5 이상

「초고층특별법」
(
제2조 제1호,「건축법시행령」제2조 제15호)

횡력저항시스템 유무

고 층
건축물

「건축법」
(
제2조 제19호)

준초고층
건축물

내

CTBUH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

정의없음

고층건축물이면서 초고층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 건축물

정의없음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7호)

우리나라에서는‘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m

Research & Analysis

이상인 건축물’
을 초고층 건축물로 정의하고 피난안전
구역 등 거주자의 피난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재난관

가. 국외

리체계를 구축토록 하였다. 또한 30층 이상 49층 이하

초고층 건축물은 1990년대 이전 미국을 중심으로 건설

의 준초고층 건축물은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여야 하

되었으며 1971년까지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이 초고층

되「초고층 특별법」
에 따른 재난관리체계 구축을 강제

건축물의 대명사로 불려왔다. 1990년 이후 아시아와 중

하지 않는다. 이러한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

동을 중심으로 건설시장이 재편되기 시작하여 세계 20

연구분석

3. 초고층 건축물 건설동향

을 모두 포함한 규모의 건축물을 고층건축물로 정의하

위의 초고층 건축물 중 15동이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에

고 있다.

집중되어 있으며 1980년 이전에 3동, 1990년대 6동,
2000년대 11동이 건설되었으며 건축기술의 발전과 더
불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 3. 세계 10대 고층건축물 현황
순 위

빌

딩

도 시

높이(m)

층수

완공

1

부르즈칼리파 (버즈두바이)

두바이

828

163

'10

2

타이페이 101

타이페이

509

101

'04

3

세계금융센터

상해

492

101

'08

4

국제상업센터

홍콩

484

118

'10

5

페트로나스타워

쿠알라룸푸르

452

88

'98

6

그랜드금융센터

난징

450

89

'09

7

윌리스타워

시카고

442

108

'73

8

트럼프타워

뉴욕

442

58

'83

9

광저우서탑

광저우

440

103

'09

10

진마오타워

상해

421

88

'98






세계금융센터

 광저우서탑

그랜트금융센터



 진마오타워



 국제상업센터

부르즈칼리파


페트로나스타워

트럼프타워

윌리스타워

 타이페이101

그림 1. 세계10대 고층건물을 입지현황

´13년 현재 70층 이상의 초고층 건축물은‘부산 해운대

2000년 이전 67동에 불과하던 고층건축물은 ´01~´06

두산위브더제니스 101동(300m, 80층)’
과‘부산 해운대

년 293동, ´07~´10년 717동이 건설되면서 급격하게

아이파크타워2(298m, 72층)’
에 불과하며, 현재 건설 중

증가하였다. 그중 준초고층 건축물 920여동, 초고층 건

인 10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은 잠실 제2롯데월드 123

축물 69동으로 서울, 부산, 인천을 중심으로 건축이 이

타워가 유일하다.

24
25

루어지고 있다.

단위 : 동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경기

충남

경남

제주

총 계

124

17

46

7

26

14

2

6

1

1

4

초고층(준공)

69

15

24

7

9

8

2

3

1

-

-

공사중

26

2

7

-

14

-

-

2

-

1

-

허 가

20

-

10

-

2

6

-

-

-

-

2

설계계획

9

-

5

-

1

-

-

1

-

-

2

표 5. 10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 추진프로젝트 현황

서 울

진행 중인 프로젝트
잠실 제2롯데월드 (송파구 신천동)

지하 5층 / 지상 123층

미디어센터(마포구 상암동)

지하 9층 / 지상 133층

현대자동차 사용 (성동구 성수동)
용산국제업무지구 (용산구)

부 산

/ 지상 100층

롯테타운 (중구 중앙동)

지하 6층 / 지상 107층

WBC Solomon Tower(해운대구 우동)

지하 8층 / 지상 108층

트리플스퀘어(해운대구 중동)

인 천

예상 규모

151타워 (연수구 송도지구)

/ 지상 117층
지하 2층 / 지상 15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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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초고층 건축물 현황(´13.1월 기준)

지 역

Risk & Insurance

나. 국내

4. 고층건축물의 재난사례

한계, 소방인력의 위험도 상승에 따른 대응한계, 인명피

고층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재난은 화재로 인한 경우가 대

체재난관리인력 부족 등으로 인한 초동대응한계 등 고

부분이나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수준의 사례는

층 (초고층) 건축물 재난관리의 문제점이 극명하게 나타

발생하지 않았다. 반면 삼풍백화점 붕괴, 2001년 WTC

난 사건이었다.

해예방을 위한 대피유도 및 대피공간의 부재, 건축물 자

테러·붕괴와 같이 붕괴·테러로 인해 발생하는 재난은 피
해심도가 매우 커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다.
2001년 9월 11일 발생한
세계무역센터(World Trade
Center)2)테러·붕괴사고는

5. 초고층 건축물의 특성 및
안전관리실태

Research & Analysis
연구분석

초고층 건축물에서 발생한

가. 초고층 건축물의 특성

대표적인 재난사례 중의 하

초고층 건축물은 국가인지도제고 등과 같은 장점 뿐만아

나다. 400km/hr의 속도로

니라, 토지의 효율적 이용 등의 측면에서 각국은 초고층

비행하던 보잉 767-200 항

건축물을 경쟁적으로 건설하고 있다. 반면 공간이 수직적

공기가 건물과 충돌, 약 50여분 후 폭발과 붕괴가 이어

으로 분포함에 따라 재난발생시 수직피난시간이 길어지

지면서 5천명이 사망하였고, 약 1조2000억원의 재산피

고, 다수의 거주자가 동시에 피난함으로써 혼란이 가중되

해가 발생하였으며, 외부재해와 위험을 제어할 수 있는

며 조명기구의 기능상실로 인해 대피자의 패닉현상이 발

시스템 불충분 등과 같은 초고층 건축물 재난관리의 취

생한다. 샤프트와 계단실 압력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연돌

약성이 노출된 사례였다.

효과로 화재발생시 상층부로 화재확산속도가 빨라지고,

2010년 10월 1일 부산 해운대 우신골든스위트 4층에서

연기 및 화염의 제어가 어려워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는

발화한 화재는 인화성이 강한 외장재와 단열재를 타고

특징을 갖고 있다. 풍압에 의한 흔들림, 뒤틀림과 기온변

약 30여분만에 최상층(38층)까지 확산되었고, 주민과 소

화에 의한 수축·팽창 및 시간의 경과에 따른 시설·설비

방관 등 4명의 인명과 재산

의 피로증가, 한정된 공간내에 기계설비집중에 따른 기능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 사

저하 등과 같은 위험요인이 증가함으로써 건축물 재난관

고로 고층건축물에 사용하

리시스템이 첨단화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는 외장재의 방화안전기준

또한 초고층화와 건축공간이 대 평면으로 이루어지며

미비, 연돌효과3) 예방을 위

다양한 용도가 복합적으로 병존함으로써 시설관리의 복

한 기술력미비, 화재진압을

수화, 세입자 (점포·사무실) 및 사용자의 다양화, 시설종

위한 장비 (고가사다리차)의

업원과 이용자의 국제화, 각종 설비 등의 첨단화 및 시

2)	1973년 건축된 높이 417m, 110층 규모의 쌍둥이빌딩, 건축물의 상주근무인원 5만명, 1일 유동인구 8만명
3)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내의 난방, 기압의 차이 및 화재의 열로 인해 외기보다 온도가 높아지면서 발생하며, 종샤프트 아래 부분에는 외기의
압력이 높아져서 외기측에서 샤프트 안쪽으로 공기가 유입되고, 위쪽 부분은 반대로 종샤프트측의 압력이 높아져서 바깥쪽으로 공기가 유출되는
현상으로 화재가 발생하면 그 연기를 샤프트안으로 끌어들여 상층으로 밀어내는 압력이 강하게 작용한다.

표 6. 개별법의 입법목적 등 비교
구분
입법
목적

주요
내용

건축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관계법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기
준 및 용도규정

•시설물의 안전점검, 유지관리에 관
한 사항 규정

•화재예방, 경계, 진압구조, 구급활
동규정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향상

•시설물의 효용 증진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보호

•건축허가에 관한 규정

•건축물의 화재예방을 위한 규정

•건축물의 안전관리 시행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및 시설물
의 유지관리(점검시기 및 방법) 규정

•구조안전, 피난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
•안전도에 따라 등급분리 관리

대상

•모든 건축물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과 교량·
터널 등 시설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재난관리계획 규정없음

•화재의 예방·관리에 국한하여 적용
되며, 각종 유형의 재난관리에 관한
규정없음
•화재·붕괴·폭발·테러·침수, 지진
해일 등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피난
유도계획, 초기대응, 입·거주민 교
육·훈련, 재난관리책임자, 사전재
난영향성검토 등에 관한 규정없음

Risk & Insurance

문제점

•화재·붕괴·폭발·테러·침수, 지진해일 등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피
난유도계획, 초기대응, 입·거주민 교육·훈련, 재난관리책임자, 사전
재난영향성검토 등에 관한 규정없음

•특정소방대상물

26
27
하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방화·테러의 표적이 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어 거주자의 심리적 불안요인으로 작
용하기도 한다.

6. 초고층 건축물 재난관리대책
「초고층 특별법」
은 초고층 건축물의 재난관리대책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재난관리측면에서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 건축물의 구조 및 시설기준 등에

나. 안전관리실태(초고층 특별법제정 이전)

대하여는 「건축법」
에 기초하고 있으며, 5장(제1장 총칙,

초고층 특별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건축법」
,「시설물

제2장 예방 및 대비, 제3장 재난대응 및 지원, 제4장 보칙, 제

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관계법」
에 근거하여

5장 벌칙) 35조문, 3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관부처별로 화재 및 시설물 유지관리가 시행됨에 따

초고층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난관리 주요내용을 살

라 재난관리분야는 사각지대로 존치되어 왔다. 특별법

펴보면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

제정을 통하여 재난4)의 예방·대비·대응·수습과 방

계획의 수립·시행, 총괄재난관리자 지정, 교육훈련, 종

범·보안·테러의 예방·관리를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합방재실의 설치운영, 피난안전구역의 설치 등을 통해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4)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자연현상, 화재, 붕괴, 폭발, 화생방사고, 환경오염, 에너지, 통신 등에 따
른 피해를 말함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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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화 등 규모, 용도, 사용·이용형태 등이 복잡 다양

가.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법에서 정하는

「초고층 특별법」제정 이전에는 초고층 건축물의 재난

바에 따라 건축물을 유지·관리함으로써 재난의 대비

발생을 예방하고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

및 대응·수습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

한 법제도적 장치가 사실상 없었기 때문에 재난 및 안전

하기 위하여 건축물 관리주체로 하여금 재난유형별 대

관리에 관한 검토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

응 및 피난계획, 재난관리대책과 테러에 대비한 비상대

으며, 검토시에도 건축물의 규모 및 이용인구, 재난유형

처계획, 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계획, 안전관리

등이 고려되지 않은 실정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

조직, 재난대비·교육훈련 등 종합적인 계획이 포함된

하기 위해 초고층 건축물의 건축허가 전 사전재난영향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

성검토를 받도록 함으로써 기획·설계단계에서부터 입

써 초고층 건축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재

주시설의 용도와 거주자·유동인구수에 맞는 재난위험

난과 위험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Research & Analysis

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건축허가에 반영토록 한 것이

연구분석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제도다.

다. 총괄재난관리자 지정

‘사전재난영향성검토’
는 초고층 건축물 등5)의 건축·

상시거주자와 유동인구가 많은 초고층 건축물은 재난

유지, 안전관리, 방재 및 대테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

및 안전관리전반에 관한 종합대책수립과 더불어 재난발

이 풍부한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생시 체계적으로 대응·수습할 수 있도록 지휘·통제할

초고층 건축물의 종합방재실설치 및 종합재난관리체제

수 있는 총괄재난관리자가 필요하다. 부산 우신골든스

구축계획, 내진설계 및 계측설비설치계획, 공간구조 및

위트 화재당시 언론보도를 살펴보면 피난안전구역의 부

배치계획, 피난안전구역설치 및 피난시설, 피난유도계

재 등과 같은 구조적 문제점과 화재확산방지를 위한 신

획, 소방설비방화구획, 방연·배연 및 제연계획, 발화

속하지 못한 의사결정, 즉 재난관리체계에 관한 문제점

및 연소확대방지계획, 관계지역에 영향을 주는 재난 및

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만한 것은 화재확산을 방

안전관리계획, 방범·보안, 테러대비시설설치 및 관리

지하기 위해 유리창을 제거하고 대응이 필요한 시점에

계획, 지하공간 침수방지계획, 해일대비대응계획 등을

서도 관리자가 결정권한이 없어“회장님의 지시를 받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시행 후 서

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울 잠실 롯데 123타워 설계변경시 최초로 적용된 바 있

실무위주 안전관리자 선임의 한계라 할 수 있으며 이러

다. 그러나 아직까지 사전재난영향성검토제도의 이해도

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특별법에서는 초고층 건

가 낮고, 그 기준 또한 구체적이고 정량적이지 못하여

축물의 관리주체로 하여금 총괄재난관리자를 지정토록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하고 있으며, 초고층 건축물 안전관리업무총괄,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종사자 지휘·감독, 재난 및 안전관리계획

나.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시행

수립,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수립, 교육·훈련 및 홍

초고층 건축물은 화재, 폭발, 테러 등과 같은 다양한 위

보, 종합방재실, 피난안전구역 초기대응 등에 관한사항

5)	사전재난영향성검토는‘초고층 건축물’
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1일 수용인원이 5천명 이상인 건축물로서 지하부분이 지하역사 또
는 지하도상가와 연결된 건축물을 말한다)을 대상으로 실시됨

이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평상시 안전관리업무를

을 총괄하도록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수행하고 재난발생시 컨트롤타워역할을 하는 종합방재

라. 교육훈련

실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재난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재난관련자의

방재활동의 거점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종합방재실은 건

숙련된 위기대처능력과 초고층 건축물 입·거주자 및 이

축물 내·외에서 발생하는 재난으로부터 안전해야 하고

용자들의 유연한 대응과 대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관

소방대가 용이하게 도달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

리주체로 하여금 입점자 및 거주·이용자, 상시근무자

며 최소 20m2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재난 및 대테러 등에 관한 교

다. 또한 종합방재실의 보안관리를 위해 출입을 제한하

육·훈련을 실시토록 함으로써 재난발생시 인명 및 재산

고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구비함은 물론 전력공급·공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위생·냉난방·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피
난용 승강기 감시·제어시설과 지진계, 무정전 전원장
치, CCTV를 갖추고 긴급연락이 가능한 유·무선설비,

건축, 소방, 전기, 가스, 방범, 보안, 테러 등을 포함한

자료보존 등을 위한 백업시스템, 급수시설을 설치하여

초고층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모든 재난정보를 수집·제

야 하며, 100층 이상의 초고층 건축물은 종합방재실의

공하고 방재활동의 거점역할을 수행하는 종합방재실의

기능상실에 대비하여 보조방재실을 설치하거나 보조 종

위치, 규모, 시설장비 등에 관한 명확한 설치기준이 마

합재난관리체제를 갖추어야 하며 3인 이상의 상주인력

련되지 않아 관리주체가 자의적으로 설치·운용함으로

이 배치되어야 한다.

표 7. 종합방재실(상황실) 설치 관계법 비교
구분

초고층 특별법

소방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통합방위법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
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용어

종합방재실

종합상황실

종합상황실

합동상황실

중앙방재실

근거

법 제16조

(종합방재실의 설치·운영)

설치
관리주체
주체

법 제4조

법 제19조

(종합방재실의 설치·운영)

(종합방재실의 설치·운영)

소방방재청장,

행정안전부장관,

소방본부장,

소방방재청장,

소방서장

시·도지사,

법 제9조

규칙 제12조

(통합방위지원본부)

(부대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통합방위지원본부

관리주체

시장·군수·구청장,
소방서장

- 건축, 소방, 전기, -화재, 재난·재해 그 - 재난정보의 수집· - 적의 침투·도발이
가스 등 안전관리 및 밖에 구조·구급이 전파, 신속한 지휘 나 그 위협에 대응하
기 위하여 각종 국가
방범, 보안, 테러 등 필요한 상황이 발생 및 상황관리를 위함
설치
방위요소를 통합하
을 포함한 통합적 재 한 때에 신속한 소
운영
고 지휘체계를 일원
난관리를 효율적으 방활동을 위한 정보
목적
화하여 국가를 방위
를 수집·전파하기
로 시행하기 위함
하기 위함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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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종합방재실의 설치운영

구분

초고층 특별법

소방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재난정보수집 및 제
공, 방재활동의 거
점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
-

-

-

-

- 민방위기관·소방
기관·경찰기관·가
스사업자 및 지하역
방재기관 등 관계기
관과 유무선 교신이
가능한 설비와 자체
감시카메라(CCTV)
설비

치 또는 구조로 할 것

- 다른 부분과 방화구
획을 할 것.

Research & Analysis

면적
기준

20㎡
(종합방재실의 설치기준)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
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각 통합방위지원본 - 전체상황을 파악하
부에 설치. 단, 분리 기 쉽고 지상과의
하여 설치하는 경우 출입이 쉬운 위치에
에는 가장 효과적인 설치
- 다른 부분과 방화·
장소에 설치
방연구획을 할 것

- 피난층에 설치

위치 - 소방대가 용이하게
및
도달할 수 있는 위치
구조 - 침수로부터 안전위

통합방위법

-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소방력기준에

관한 - 신속한 재난정보의 운영기준)

(지하도상가의 구조 및
설치기준 등)

규칙」
에 의한 전산·
통신요원을 배치

연구분석

설비,
기능,
장비
등

수집·전파와 재난 - 통합방위사태가 선 - 가스누출정지기를
대비자원의 관리· 포된 때와 통합방위
부착하되 가스누
지원을
위한
재난방
태세의
확립을
위한
출의 경우 그 장소
- 소방방재청장이 정
주요훈련을 실시할
가 방재실에 자동
하는 유·무선통신 송 및 정보통신체계
적으로 전달될 수
시설을 갖추어야 함 - 재난상황의 효율적 때에 운영
있는 장치를 할 것
- 종합상황실은 24시 관리를 위한 각종 장 - 해당지역의 작전책
간 운영체제를 유지 비의 운영·관리체계 임을 담당하는 군부 - 가스누출의 경우
당해 가스가 다른
하여야 함
- 그밖에 행정안전부 대의 장 또는 해당
지역
국가경찰관서
장소로 확산되지
장관 또는 소방방재
장의
책임하에
운영
아니하도록 방재
청장이 정하는 사항
실에서 즉시 차단
- 위 사항 외에 통합
할 수 있는 장치를
방위종합상황실의
할것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은 지역협의회의 심
의를 거쳐 지역협의
회 의장이 정함

바. 피난안전구역의 설치

가 필요하다.

초고층 건축물은 공간·구조의 특성 (공간의 수직분포)과

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은「건축법시행

소방장비의 한계로 인해 재실자가 지상층까지 피난하는

령」제34조 제3항 내지 제5항,「건축물의 피난·방화구

데 있어서는 상당한 시간이 요구된다. 피난시뮬레이션

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의 2에서 정한 기준에

결과 계단을 이용한 피난시 대피자가 피로한계를 느끼

따라 당해 건축물의 거주밀도 등을 감안하여 규모가 결

는 시점은 약 25개층 안팎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

정하며,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층마다 설치하여야

라서 대피자의 피난·안전을 고려하고 구조 및 소방활동

한다. 밀폐형 구조로 구획하여 연기 등 오염된 공기를

의 거점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피난안전구역의 설치

유입·차단하고, 최소 2시간 이상 대피자의 안전이 확

보될 수 있는 구조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하며, 종합방

더욱 활발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초고층 특

재실 또는 관리사무소와 긴급연락이 가능한 시설과 무

별법」제정목적을 달성하고 고층건축물 재난관리실익을

선통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보조장비, 피난유도표시, 발

담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광 피난경로표시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초

이를 위해서는 첫째, 초고층 건축물과 동일한 특성과 위

고층 건축물 등의 지하에는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험요인이 내재되어 있으면서도 초고층 특별법 적용대상

지하층 거실면적의 3~7%에 해당하는 선큰을 설치하여

에서 제외됨에 따라 재난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피난에 소요되는 시간은 단축하고, 침수방지설비, 제연

준초고층 건축물도 특별법 적용대상에 포함하여 관리되

시스템 등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재실자의

어야 한다.

안전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둘째, 고층건축물의 안전관리기준과 재난관리기준을
현재보다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고 건축계획과
설계 및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시 이러한 기준에 따라
정량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2000년 이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고층건축물은 건

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보험요율과 연계한 관리방안이

설경기회복을 전제할 때 도심지 재생사업 등과 맞물려

연구되어야 한다.

셋째, 고층건축물 소유자 등 관리주체의 자발적인 재난

Risk & Insurance

7.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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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osal

조한태

책임

삼성화재 삼성방재연구소

글로벌 기업의 공급망 중단과
Loss Control

2012년 4월 독일 서부지방 마알(Marl)이라는 조그만 타

지난 일본 동북부 지진과 태국 홍수에서 알 수 있듯이 글

운에 위치한 에보닉(Evonik) 화학공장의 폭발로 전세계

로벌 공급망의 파괴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다른 기업

자동차 업계가 비상이 걸렸다 .

및 국가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 글로벌 기업일수록

에보닉은 자동차 연료 및 브레이크라인에 쓰이는 특수 플

공급망 위험관리가 더욱 더 중요해지는 이유이다.

라스틱소재인 PA-12의 원료인 CDT (Cyclododecatriene)

이 글에서는 공급망의 취약성, 중단의 원인, 중단영향과

를 만드는 업체이다. CDT를 생산하는 업체는 전세계에 여

위험관리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러 개가 있지만 에보닉이 주요 공급자이고, 또 다른 제
조회사 프랑스 아케마 (Arkema)도 에보닉 공장에서 만든
원료없이는 CDT 생산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전세계
공급량의 절반가량이 영향을 받게되었다.

공급망의 취약성
첫째, 글로벌 무한경쟁체제 아래에서 생산성 증대와 원

관계자들이 디트로이트에 모여 대책회의를 하는 진풍경

가 절감을 위해 JIT(Just-in-time) 생산시스템을 대부분

이 일어났다.

기업에서 도입하면서 이로 인해 안전재고 (Safety Stock)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날갯짓이 미국 텍사스에 토네이

가 사라져 일단 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제조공정 등의 비

도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는 이론인 나비효과의 단적인

즈니스가 즉각 중단될 수 있다. 대부분 글로벌 기업들이

사례이다.

비용과 재고절감에만 집중하고 위험대비는 부족하다.

Risk & Insurance

유럽공장의 폭발사고 때문에 수 많은 미국 자동차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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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규모의 경제만을 고려하여 거대한 단일 (Single)

국가의 정치적 리스크 및 종업원의 도덕적 해이 등에 의

공급망으로 설계할 경우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증폭

한 중단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있다.

된다. 단일공급망을 구성할 경우 재해발생시 탄력성
(Resilience)이 약화되어 즉시 비즈니스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셋째, 비핵심업무에 대한 글로벌 공급망 구성 및 아웃소

공급망 중단 원인

싱 (Outsourcing)시 리스크 통제가 난이하여 예기치 않은

세계경제포럼 (World Economic Forum)의 설문에 의하

중단사고 발생시 중단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또한 대부

면 공급망 중단을 일으키는 주요 트리거(Trigger)는 다음

분의 아웃소싱이 개발도상국에서 이루어지기 있어 해당

과 같다.

표 1. 주요 공급망 중단요인
요 인

Proposal

환경

제언
지정학

경제

기술

항 목

비 율

자연재해

59%

기상이변

30%

SARS 등 전염병

11%

국가간 충돌/분쟁

46%

무역 규제

33%

테러리즘

32%

부패

17%

조직범죄

15%

해적(Maritime Piracy)

9%

핵/생화학 무기

6%

수요 변동

44%

상품가격 변동

30%

통관지연

26%

환율변동

26%

에너지 부족

19%

투자제한

17%

노동력 부족

17%

IT/정보 중단

30%

운송인프라 중단

6%

표 2. 공급망 중단 주요사례
유 형

중

단

사 례

운송루트폐쇄

수에즈운하 중간에서 러시아 탱커선“Tulip Brilliant”
의 조타장치 고장으로 100여척 선박의 운
하통행대기로 약 6주간 화물운송이 지연됨 ('04. 12)

화산재

아일랜드 화산재로 인하여 유럽의 대부분 공항이 폐쇄되어 상당기간 항공물류가 중단됨 ('10. 4)

항만노조파업

미국 서부지역 항만노조가 미국 서부 29개 항구에서 10일간 파업을 하자 화물 통관이 지연되면
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함 ('02. 9)

부품공급 중단

마이크로칩 제조사인 B사의 부품공급 부족으로 C사의 자동차 연료제어장치 공급이 지연되어 A
자동차의 일본 4개 공장 및 미국 2개 공장가동이 중단됨 ('10. 4)

우박피해

독일 Emden항구에 선적대기 중인 차량 35,000대가 우박에 의해 파손됨 ('08. 6)

창고도난

범인들이 물류창고 지붕을 뚫고 들어와 휴대폰 약 70,000 여대를 훔쳐 달아남 ('06. 11)

공급망 중단 Loss Control

기업의 공급망 중단사고 발생시 매출 및 시장점유율

1.	공급망 리스크관리(SCRM : Supply Chain

(Market Share) 감소, 비용증가, 기업의 명성 및 브랜드

Risk Management) 구축
공급망 중단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탄

성 훼손이 발생할 수 있다.

력적인 공급망 구축을 통한 공급망 리스크관리가 요구

캐나다 웨스턴 온타리오 (Western Ontario)대학의 케빈

된다.

헨드릭스(Kevin Hendricks)의 연구에 의하면 공급망

첫째, 공급망 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즉시 대체

중단발생시 당해년도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영업수익

할 수 있도록 공급망의 다각화가 필요하다.

107% 감소, 매출수익률 114% 감소, 자산이익률 93%

둘째, 기존에 구축된 공급망에서 확보할 수 있는 물량을

감소, 매출 7% 감소, 비용 11% 증가, 재고 14% 증가의

최대한 빠르게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

영향이 있다.

이 필요하다.

또한 세계경제포럼 (World Economic Forum)의 보

셋째, 해당부품 없이도 생산할 수 있도록 표준부품사용

고서에 의하면 공급망 중단발표시 기업의 주주가치

을 통한 제품재설계(Redesign) 역량을 갖춰야 한다.

(Shareholder Value) 는 평균 10% 정도 하락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공급망 리스크관리 사례
시스코(CISCO)는 전세계에 걸쳐 수백 개의 부품공급업체
를 보유하고 있으며 관련 생산사이트(Site)도 수천 개에
이르고 있어 전체 생산물량의 95%가 아웃소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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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훼손, 소비자불만 증가, 투자자 및 주주와의 신뢰

Risk & Insurance

공급망 중단의 영향

사전 예방적인 공급망 리스크관리프로그램 (Supply
Chain Risk Management Program)을 2006년에 구축하

2. BCM(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
비즈니스 연속성 관리) 구축

여 2008년 5월 중국 청두지진, 2008년 말부터 발생한

최근 글로벌 기업의 경우 공급망 리스크관리의 새로

글로벌금융위기 때 큰 피해없이 위기를 극복하였다.

운 Tool로 비즈니스 연속성 관리 (BCM : Business

표 3. 재해시 위기극복방법
재 해

위기극복방법
- 제조공장 및 물류센터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
으나 2개의 부품공급업체에서 피해가 발생함

Continuity Management)를 도입하고 있다.

비즈니스 연속성 관리란 조직에 대한 잠재적 위협 및 해
당 위험이 발생했을 경우에 미칠 수 있는 비즈니스 운영
상의 영향을 파악하고 핵심 이해관계자의 이익과 조직

청두지진 - Supply Chain Risk Management 프로그램

의 명성, 브랜드 및 가치창출활동을 보호하는 효과적 대

을 가동하고 대체공급업체를 통하여 부품을 수

응능력을 갖추어 조직의 복원력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

급함
- 자체진단결과 5개 부품공급업체에서 중단위험

글로벌
금융위기

를 제공하는 총체적 관리프로세스를 말한다.

이 있음을 파악하고 대체 업체를 통하여 부품을

공급망 중단에 따른 기업경영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

조달함. 금융위기로 인하여 5개 부품업체 파산

해서는 BCM 관점의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유지할 수

Proposal

있었음

비즈니스 연속성 관리 요구사항이 ISO 22301 표준으로
2012년에 제정되어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제언

3. 리스크 파이낸싱(Risk Financing)
전체 공급망 중단사고의 약 20 ~25%만이 물적손해
(Physical Loss)와 관련이 있고, 대부분 중단사고는 물

적손해 없이 발생하는 사고로 재물보험 및 적하보험 등
전통적인 보험 (Insurance)에서는 담보하지 않고 있다.
최근 기업의 공급망에서 발생가능한 다양한 위험을 담
보할 수 있는 상품이 개발되어 판매되고 있다.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TDI(Trade Disruption Insurance)
와 Supply Chain Insurance 보험이 있으며 주요 담
보하는 손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추가물류비(Increased Transportation and Storage
Costs)를 담보한다. 공급중단으로 인한 추가 운송 및 보

관비용을 보상한다.
둘째, 영업이익손실(Loss of Profit)을 담보한다. 공급지
연으로 인하여 취소된 계약으로 발생한 영업이익손실을
보상한다.

그림 1. CISCO 공급망 리스크관리프로그램

셋째, 계약배상손실(Contractual Penalties)을 담보한다.
표준계약서상에서 책임지는 계약상의 배상금액을 보상
한다.

공급망이 글로벌화가 되면서 공급망에서의 위험은 지속
적으로 커지고 있고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의 빈발, 복

표 4. 계약배상손실 사례
사고명

맺음말

일시

컨테이너선
“현대 포춘” '06. 3
화재
허리케인
'05. 8
“카트리나”

내

용

선박에 실려있던 의류제품의 피

잡해지는 물류시스템과 환경 등으로 인하여 공급망에
대한 위험관리 필요성이 점점 증대되고 있다.

해로 인한 영업이익 손실과 신속

공급망 중단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이전의

한 재주문을 위한 추가비용 보상

상태로 복구는 상당한 규모의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다.

미국 남동부를 강타한 카트리나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급망 리스크관리

로 인한 대체 운송루트 이용비용
과 신규 창고보관비용 보상

(SCRM) 또는 비즈니스 연속성 관리(BCM) 등과 같은 적

절한 대응방안수립과 더불어 관련위험을 담보하는 보험
Risk & Insurance

을 통한 위험의 전가 등 체계적 위험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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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식

공학박사

삼성물산 건설부문
기술연구센터

미국 내 토양오염 피해사례 및
조사방법 소개

1. 머리말

유없이 아프고 원인모를 병에 걸리는 일이 발생하였

최근 사회적으로 환경오염에 따른 배상책임이 큰 이슈로

발암성을 지닌 독성화학물질 VOC (Volatile Organic

부각되고 있다. 특히 미군기지 이전사업 등과 같이 장기

Compounds), SVOC(Semi-VOC), PAH (Polyaromatic

간 오염원에 노출된 토양의 경우 해당부지의 용도변경시

hydrocarbons), TPH (Total Petroleum Hydrocarbons) 등

오염토양정화가 기술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화비

으로 심각하게 오염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용이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기도

이런 오염된 부지에 학생들을 방치했던 학교당국은 공장

한다. 이 글에서는 미국의 사례를 들어 토양오염에 대한

소유주들과 함께 소송을 당하게 되고 패소하게 되었다.

피해 및 오염피해에 대한 조사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지역은 LA시에서도 가장 가난한 지역중 하나였고, 학

우리나라의 현황에 대해서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교주변에 100년이 넘은 공장들과 일반 가정집들이 함

다. 역학조사결과 아이들이 아픈 이유는 학교부지가

께 있었던 곳이었다. 소송에서 패한 후, 학교당국은 기

거하였고 오염토양을 제거하기에 이른다. 워낙 오염도

사례1 : 미국 로스엔젤레스 내 토양오염 피해

는 오염된 토양을 깊이 약 10m까지 모두 제거해 버리기

미국 로스엔젤레스시 근처. 약 100여년전 철도기지

로 결정하였다. 오염토양을 제거하는 동안 기존 지반조

및 공장부지로 사용되었던 곳이었다. 이후 철도기지

사자료에는 없었던 많은 폐기물까지 발견되었다. 100

가 폐쇄되고 로스엔젤레스시 산하 학교통합구 (City of

년 전에 설치된 철길, 유류를 보관하던 지하저장탱크

LA Unified School District, LAUSD)에서 이 부지를 인

(Underground Storage Tank), 지중 콘크리트터널 안에

수하여 Opportunity School (일반학교에 적응하지 못

설치되어 있던 송유관, 그리고 그 송유관이 부식되어 계

하는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설립·운영하였다. 그러

속해서 침출되는 썩은 유류까지 다양한 종류의 폐기물

나 이 학교에서 공부했던 아이들이 몇 년이 지난 후 이

이었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는 대기오염 조사결과를

사진 1.	제한구역 (Hot Zone) 사진 2.	약 100년 동안 묻혀있
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에서 활동하기 위하여
지하저장탱크
PPE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는 모습

가 높았기 때문에 특별한 정화기술을 사용하는 것보다

사진 3. 제한구역 내 유해폐기물 제거반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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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학교건물 뿐만 아니라 주택까지 모두 인수한 후 철

바탕으로 이 지역은 즉시 제한구역 (Hot Zone)으로 선포

신경쓸 겨를이 없었던 미국연방정부는 부산물을 공장주

되었고, 현장 내 폐기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개인보호장

위지역에 땅을 파고 묻기 시작했다.

구 (PPE,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를 착용한 제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이 마그네슘공장은 1941년부터

거반이 투입되었다 (사진 1, 2, 3) 오염된 토양 및 폐기물

1944년까지 가동이 되었고 세계제2차대전 종전 후 1947

을 제거한 후 깨끗한 토양으로 채워넣기 전까지 흙벽을

년 네바다주정부에 매각되었다. 네바다주정부는 이 부산

보호하기 위한 타이백시스템을 설치하게 되었고, 이후

물로 인해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기 위해 B사를 설립하게

리퀴드부츠 (라텍스 아스팔트도막방수) 공법을 사용하여 이

된다. 이후 B사는 주정부로부터 토양오염지역을 완벽히

부지로 주위토양 내 유해가스가 다시 침투하지 못하도록

정화하는 조건으로 약 10km2 크기의 지역을 불하받게 된

차단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오염토양을 양질의 토

다. 약 18년 동안 6천만불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

사로 치환함으로써 정화작업을 종결하게 되었다.

해 이 땅을 정화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2007년, 미국의 부동산경기는 활황의 최고점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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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 미국 네바다주 제련공장에 의한 토양오염

지역의 부동산개발업체는 사막이었던 이곳을 이미 신도

피해

시로 만들어버렸고, 결국엔 폐쇄된 제련공장 근처까지

1940년대 세계 제2차대전 막바지. 미군을 비롯한 연합

주택을 지어 팔아치우고 있었다. 네바다주정부는 2007

군은 전쟁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대량의 무기를 생산한

년 오염정화토의 정화작업을 최종승인하고 이 지역을 부

다. 미사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대량의 마그네슘이 필

동산개발업체에게 매각하기 위해 본격적인 정화작업을

요하였고, 이를 제련하기 위해 네바다주 사막에 마그네

시작하였다. 그러나 2008년을 기점으로 부동산 거품이

슘제련공장을 세우게 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제련 후 나

꺼지자 부동산개발업체는 더이상 이 지역에 매력을 느끼

오는 여러 부산물의 양이 지나치게 많았고 당시 환경에

지 못했다.

사진 4.	항공사진으로 본 제련공장(사진의 왼쪽 아래편)
및 부산물저장을 위한 구역(오른쪽 윗편), 저장
을 위해 촘촘한 사각형 형태의 Pond를 만들었
지만 차수막이 설치되지 않아 주위토양이 중금
속 등으로 오염되었다.

사진 5. 세계 제2차대전 당시 제련공장

사진 6&7. 부산물 저장구역의 현재 오염토양 모습

개인이나 기업이 부동산을 인수하거나 매각 (M&A)할 때

사례 2.에서 만약 B사가 소유하고 있는 이 지역을 부동

부지환경평가 (Environmental Site Assessment, ESA)

산 거품이 꺼지기 전에 정화를 종료하고 부동산개발업

의 중요성이 날로 크게 대두되고 있다. 사례 1.에서 만

자들에게 매각하였다면 주정부 재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약 LAUSD가 철도부지를 헐값에 인수할 때 부지환경평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부동산 가격이

가를 제대로 하였다면 헐값이라도 부지를 인수하지 않

폭락한 것과는 상관없이 큰 비용이 들어가는 토양정화

았을지도 모른다. 인수 이후 법적소송에 연루되고 패소

작업은 반드시 마쳐야하는 과제가 되어버렸다. 제련공

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해 아이들에게 배상을 해주어야

장 근처의 주택소유자들의 민원이 빗발쳤기 때문이다.

했다. 덧붙여 부지정화까지 해야하는 책임을 고스란히

사례 1.과 2.에서 보듯이 개인 및 기업이 부동산을 인

지게 되었으니 LAUSD로서는 큰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수하거나 매각할 때 부지환경평가는 매우 중요하다. 이

밖에 없었다. 현재 이 지역은 여전히 LAUSD 소유로 되

러한 부지환경평가는 토양이 오염되었는지 오염되었던

ESA Phase I

니고 있다.

ESA Phase II

RI / FS

오염개연성 판단

오염여부평가

정화방법 구체화

- 서류검토

- 작업계획수립

- 작업계획수립

- 관계자 면담

- 조사활동

- 복원조사(RI)

- 현장조사

- 자료평가

- 타당성평가(FS)

- 결과해석

- 보고서작성

그림 1. 토양오염도 조사절차(미국의 경우). RI/FS 이후 본격적인 토양정화 설계와 정화작업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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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으며 새로운 학교를 신축하여 아이들이 학교에 다
Risk & Insurance

3. 토양오염도 조사절차

Accident Review
사고사례

이력이 있었는지에 대해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토양

험성 관리와 정화비용에 관한 재무위험성 관리에 초점

오염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정

을 두고 있어 부동산시장의 공정성이 확보되는 데 큰 도

확하게 판정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ASTM (American

움이 될 예정이라고 하니 토양오염에 대한 정신적, 경제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에 의해 정해진 부지

적으로 피해를 보는 개인 및 기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

환경평가(Environmental Site Assessment)방법에 따라

한다. 한국의 토양환경평가제도는 부동산거래 시 대상

수행하게 된다. 오염개연성을 판단하는 단계인 1단계,

부지의 토양오염여부와 범위를 사전에 조사하고 확인해

확인된 오염개연성에 대하여 시료채취 및 오염도 분석

정화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화에 따른 재무적 위험성을

을 통해 정확한 오염여부를 평가하는 2단계 부지환경평

거래비용 등에 반영되는 제도이다.

가로 나눌 수 있다.

또한 환경부는 2013년까지 부동산거래당사자가 토양오

토양오염판정을 받은 후에는 3단계 부지환경평가라

염개연성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있도록 거래대상부지의

고 불리는 RI/FS (Remedial Investigation/ Feasibility

과거 토양오염사실, 정화여부, 부지용도이력 등을 제공

Study, 복원조사/타당성 평가)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 단

하는‘토지이력정보시스템’
을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라

계에서 실시되는 조사는 부지를 정화하는 것이 가장 큰

고 한다. 미국과 비교해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체계

목적이므로 오염위치에 따른 정확한 정화구역지정, 구

적인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기를 바란다.

체적 정화방법의 타당성연구 및 최적 정화공법선정, 정

보험적 측면에서는 오염토양에 기인하여 발생되는 추가

화비용, 정화 후 모니터링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화비용 및 오염된 지하수의 유출 등으로 인한 오염원

참고로 사례 2.에서 오염부지 정화를 위해 약 10여개의

의 외부유출 시 사업주의 배상책임이 발생될 소지가 있

정화작업 대안이 수립되었다.

다. 최근 토양 및 수질오염 등의 오염 및 오염으로 인한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되고
있는 바 이러한 오염토양은 사업주의 입장에서 장래에

4. 우리나라의 경우

추가적인 비용지출이 발생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요소

다행히 한국에서도 얼마 전 환경부에 의해 수립된‘토양

제 사고가 발생된 경우 시설물의 관리주체로서 응당 부

환경평가제도활성화방안’
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예정이

담하게 되는 배상책임에 대하여 사후적인 위기관리방법

라고 한다. 이 활성화 방안은 정화책임에 대한 법적 위

또한 고찰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사전적인 위험관리 및 실

고객서비스 부서안내
화재보험부

해상보험부

재물1과

: 재물보험(특약)

대표전화 02–3702–6000
팩스
02–739–3754
E–Mail service@koreanre.co.kr

재물2과

기술과

: 재물보험(임의)

: 기술보험

•화재

•화재

•재산종합

•재산종합

•동산종합

•동산종합

해상1과

해상2과

해상책임과

•항공보험

•선박보험

•해상책임보험

•건설공사
•조립
•기계, 전자기기

•적하보험

•신상품

•운송보험

특종보험부

일반 배상책임과

전문직 배상책임과

특종과

•영업배상책임

•임원배상책임

상해보험

•생산물배상책임

•의료과실배상책임

•근재보험

•시설소유자

•금융기관종합보험

•보증보험

•회계사·변호사 배상책임 등

•기타 신종보험

배상책임보험 등

사업개발부

상품수리부

손사위험부

•신상품 연구·개발

•가계성 신상품 개발

•종목별 손해사정 및 위험조사

•과학적 요율 연구·개발

해외영업 Network
싱가폴지점

뉴욕사무소

런던사무소

두바이사무소

Tel : (65) 6227-6411
Fax : (65) 6227-2778
singapore@koreanre.co.kr

Tel : (1-212) 233-3252, 3
Fax : (1-212) 349-0210
newyork@koreanre.co.kr

Tel : (44-20) 7265-0031/ 2
Fax : (44-20) 7481-8412
london@koreanre.co.kr

Tel : (971- 4) 329-0898
Fax : (971-4) 331-2177
dubai@koreanre.co.kr

동경사무소

북경사무소

홍콩현지법인 (Worldwide Insurance Services)

Tel : (81-3) 3201-1673
Fax : (81-3) 3215-5585
tokyo@koreanre.co.kr

Tel : (86-10) 6590-6276, 6277
Fax : (86-10) 6590-6278
beijing@koreanre.co.kr

Tel : (852) 2877-3117, 3127
Fax : (852) 2877-2019
hk@koreanr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