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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반 일용이는 선생님들이 만난 아이들의 이야기로 엮어

진 에세이집이다.

제 손으로 도토리주워서 할아버지 내복 사다주는 남수, 들일하러 가
는 엄마대신 동생을 등에 업고 공부하는 정임이, 무릎다친 아이보고
같이 우는 재진이, 우리 오빠는 장애인이라고 또박또박 말하는 1학
년 민지, 조금 모자란 동무곁에서 함께 놀고 장난치며 웃는 형범이,
병원에 있는 엄마가 보고 싶어도 꾹참고 미장원놀이하며 마음 달래
는 유경이, 넘어져 다친 친구가“너도 넘어져 멍이 들었냐”
며 묻자
“으응. 난 아버지한테 뒤지게 처맞았어. 히히히”하며 천연덕스럽게
웃는 일용이….
어려운 처지에서도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재지않고, 주눅들지 않
고 당당하게 제 힘으로 살아가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믿어주고 기다
려주고 아이들이 힘들 때 기댈 언덕이 되어주는 교사들의 이야기가
가슴 뭉클한 감동을 준다.
책에는 아이들 말을 귀담아 들어주고, 아이들 글 정성들여 읽어주고,
한 아이 한 아이 온전한 사랑으로 대하는 귀한 글들, 아이들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기며 보듬어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경쟁과 탐욕으
로 얼룩진 세상에서도 아이와 교사들이 뿜어내는 순정이 언 가슴을
데운다. 교사들은 아이들과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를 쓰고, 함께 고
민하고 나누면서 메말라가는 아이들 영혼을 붙잡으려는 눈물겨운 노
력을 아끼지 않는다.
욕하며 대드는 호민이에게 선생님은“니 마음 다 알지”
“알지. 니는
내 좋아한다”
를 거듭한다. 그러자 호민이는 꽉쥔 주먹을 풀며“나같
은 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요”
라며 눈물 콧물을 흘린다.
혼자 남겨진 미영이를 자기 집으로 데려와 재우고, 전학가는 미영이
에게“학교는 꼭 가야 된대이. 한 달에 한 번은 꼭 전화하래이, 전화
번호 바뀔 때마다 꼭 알려줘야 된대이”
라며 당부하는 미영이 담임선
생님. 가난과 불행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가는 열한 살 민희에게서
선생님은 커다란 깨달음과 배움을 얻었다고 고백한다.
믿고 기다려주는 것, 따뜻한 눈길로 있는 그대로 봐주고, 진심으로
끄덕이며 들어주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교사가 할 일이고, 어른 노
릇을 하는 것이라고 글쓴이들은 입을 모은다.
아이들 때문에, 아이들을 둘러 싼 암울한 현실 때문에 교사들은 상처
받지만 그런 교사를 치유하고, 희망을 품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깨
어나게 하는 것은 결국 아이들이라고 교사들은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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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계약방식인 성능보증계약제도(Performance Warranty
Contract) 국내도입의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최근 여름철 폭염과 겨울철 혹한, 그리고 게릴라성 집

성능보증계약제도는 1960년 이후 유럽 일부국가에서

중호우와 같은 이상기후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

운영되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 이후 미국에서도 이 제

에 도로포장이 조기파손 및 환경영향에 따른 도로파손

도를 도입하여 많은 주에서 성능보증계약제도 프로젝트

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림 1.과 같이 최근 3년간

를 널리 시행하고 있으며 제도도입에 따른 예산운영의

월평균 서울시 도로파손(포트홀) 보수현황자료를 보면 겨

효율성 등이 보고되고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해외 도

울철 폭설과 혹한이 끝나는 시점인 3월과 비의 영향을

로포장분야 성능계약제도 운영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통

가장 많이 받는 7월~9월에 포장도로 파손이 많이 일어

하여 국내도입의 필요성과 도입방향에 대하여 제시하고

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자 한다.

‘포트홀’
이 많이 발생하여 도로를 주행하는 운전자를 위

2.성능보증계약제도 개념 및 필요성

으로 인하여 파손된 도로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이 점
차 증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도로포장 조

성능보증계약제도는 계약자(시공사)가 준공한 대상물의

품질관리를 보다 철저히 함과 동시에 다양한 대책방안

준공 이후 정해진 기간동안 목적물의 성능을 발주자가

을 마련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도로유지보

정한 성능기준 이상으로 유지할 책임이 있는 계약방식

수에 필요한 비용은 점차 증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

이다. 성능보증계약으로 인해 계약자(시공사)는 재료, 배

만 필요한 예산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도로유지보

합설계, 품질관리계획, 공법, 검사 등을 선택할 수 있도

수 비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최근 해외에

록 자율성을 갖고 대상물을 준공하게 된다. 만약 준공물

서 널리 적용하고 있는 품질비용 측면의 혁신적인 공사

의 품질이 발주자가 정한 성능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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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최근 3년간 월평균 서울시 도로파손(포트홀) 보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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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하고 있다. 이와 같은 도로파손 빈도수가 많이 발생함

계약자(시공사)는 자신의 비용으로 보수·교체하여야 하

Specification)을 거쳐 성능보증계약제도에 필요한 성능

며, 이에 따라 준공물 품질에 상당부분의 위험(Risk)을

보증기준(Warranty Specification)으로 변화를 하였다.

계약자(시공사)가 부담하게 된다. 성능보증계약제도의

1980년대 QC/QA에서 시공단계에서 발주자와 시공자

국내도입이 민간기업의 기술개발을 유도하여 업계의 기

간 책임규정을 마련하였으며, 공사준공 후 준공물에 대

술력 향상과 기술경쟁체제를 통한 건설산업의 국제경쟁

한 규정과 성능확보를 위한 시공자 책임보증을 통해 공

력 강화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최종 준

법시방을 탈피하여 성능기반시방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공대상물의 품질향상 및 생애주기비용 절감과 함께 발

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현재 기존의 일반계약제도와 성

주자가 부담하던 품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위험(Risk)

능보증제도를 동시에 운영을 하고 있다.

을 줄이면서 비용절감과 비용의 효율성 등이 기대된다.

표 1.에서는 미국의 주별 연간 성능보증계약제도 운영
현황을 설명해주고 있다. 현재 성능보증제도를 가장 활
발히 운영하고 있는 곳은 미시간주(Michigan State)이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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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능계약제도의 해외 운영현황

다. 표 1.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과 같이 전체 공사의

미국

2.에서는 미국 각 주들이 성능보증계약제도를 운영하면

미국의 경우 최근 도로포장재료의 기준을 품질기준에서

서 도로포장공사에 적용하고 있는 공법들과 공법별 보

성능기준(Performance Related Specification)으로 변화

증기간을 정리한 것이다. 표 2.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

를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을 예로 살펴보면 공법기준

럼 미국의 각 주에서는 다양한 공법별로 성능보증계약

(Method Specification) 에서 결과기준(End result

기간을 결정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현재 미시간주와 인

30% 이상을 성능보증계약제도로 진행을 하고 있다. 표

표 1. 미국의 주별 연간 성능보증계약제도
Number

State

1

Annual sale of warranties
$ Million

% of total sales

% of number of
projects

Michigan

100~500

Over 30

Over 30

2

Ohio

100~500

10~20

10~20

3

Florida

100~500

10~20

10~20

4

South Carolina

100~500

10~20

Under 5

5

California

20~100

Under 5

Under 5

6

Wisconsin

5~20

Under 5

5~10

7

Minnesota

5~20

Under 5

Under 5

8

West Virginia

5~20

Under 5

Under 5

9

Colorado

5~20

Under 5

Under 5

10

Mississippi

5~20

Under 5

Under 5

11

indiana

Under 5

Under 5

Under 5

12

Oregon

Under 5

Under 5

Under 5

13

Pennsylvania

Under 5

Under 5

Under 5

표 2. 미국의 주별 연간 성능보증계약제도 프로젝트 현황
State

Product(s)Warranted

Warranty duration[year(s)]

Wisconsin

Asphalt pavement

5

Asphalt pavement

2~5

Concrete pavement

5

Micro surfacing

2

Hot in-place recycling

2~5

Saw and seal

2

Pavement marking

5

Minnesota

5

Asphalt pavement

5 (Material + workmanship)
7 (Performance)

Concrete pavement

5 (Material + workmanship)
7 (Performance)

Deck overlay

3

Micro surfacing

2

Chip seal

2

Hot in-place recycling

3

Saw and seal

2

Crack seal

2

West virginia

Pavement marking

1~2

Florida

Asphalt pavement

5

Asphalt pavement

3

Pavement marking

1/2

Asphalt pavement

3

Michigan

South Carolina
Oregon

디애나주의 경우는 현행 5년의 성능보증계약제도를 7년

국내 현황

으로 연장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 중에 있다. 이처럼 성

국내에서는 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서 5년간의 연구를 통

능보증계약제도를 활성화하고 있는 주의 경우 성능보증

하여 국내 성능보증계약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를 수

계약제도 운영에 의하여 도로유지보수비용이 약 10%

행하였었다. 성능보증계약제도에 필요한 다양한 요소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2013년도에 일반국도 유

결과가 나타난 이유로는 성능보증계약제도가 시공사의

지보수공사에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2013년도 시범

품질관리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시공된 제품의 품질이

사업을 위하여 그림 2.와 같은 성능보증제도 프로세스

향상되었기 때문에 품질불량으로 인한 파손발생이 감소

를 개발하여 적용하였다. 그림 2.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

하여 향후 도로유지보수 공사비가 절감되었다고 보고하

처럼 발주준비, 입찰 및 낙찰, 계약, 그리고 공사착수

고 있다.

후 준공 후, 준공이후 유지관리 및 성능평가절차, 그리
고 최종 국토관리사무소로 이관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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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phalt pavement
Concrete pavement

Indiana

다. 또한 각 단계별 행동 및 진행되는 상황이 자세히 설

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성능보증계약제도는 현행제도

명되어 있다. 본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한국건설기술연

에 성능보증기간(5년)을 추가해 시공사에서 총 7년을 관

구원에서 매년마다 정기적으로 포장상태를 평가하지만

리하도록 하는 운영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5년의 성

향후 성능보증계약제도가 활발하게 적용된다면 도로포

능보증기간에 일정의 유지관리비를 계약자(시공사)에 지

장상태를 평가해 줄 수 있는 기관확보도 필요할 것으로

급함으로써 품질 및 공사관리를 철저히하여 파손이 발

판단된다. 그림 3.은 국내에 적용된 시범사업의 성능보

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자(시공사)가 유지보수비용을

증계약제도 운영시스템을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3.에

인센티브로 수령하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발주준비

입찰 및 낙찰

계약

Focus

공사착수

초점

공사완공

- 적용 공사구간 결정
- 성능기준 및 면차별 성능수준 결정
- 성능보증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 결정(7년)
- 성능보증공사계약 시행지침 준비
- 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입찰관련서류 준비
- 낙찰자 결정방법 준비(적격심사기준)
-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
- 품질관리 / 유지관리계획서 심사
- 공사이행보증서 제출
- 공사착공서류 제출
- 품질관리계획서 제출 및 이행여부 확인
재평가
No

준공검사(성능평가)
Yes

- 하자보수보증서 제출(공사금액의 13%)

공사준공
유지관리업무 착수
성능검사
성능기준 충족
No

하자보수

- 계약상대자 부담

하자보수완료확인서 발급

- 준공대가 지급
- 필요시 유지관리계획서 재작성
- 일상적, 예방적 유지관리업무 수행
- 보증기간 동안 연 1회 정기적인 성능검사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성능검사실시
- 계약상대자 참석 가능
Yes

최종 성능검사

-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30일전
- 평가위원회 구성
- 하자보수공법 결정
No

보수실시

(보수/재평가비용은 시공사 부담)

- 다짐도, 포장두께, IRI 등

성능기준 충족
Yes

국토관리사무소 이관
그림 2. 성능보증계약제도 프로세스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표 3.과 같이 현 입찰제도와

현행제도

하자보수 2년

국토관리사무소 이관

성능계약제도의 주요내용과 책임관리를 정리하였다. 표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성능보증계약제도를 실시함으
로써 계약자의 위험부담(Risk)이 증가됨을 알 수 있다.

성능보증 계약제도

시공사 책임

하자보수 2년

성능보증 5년

국토관리사무소
이관

미국의 경우 성능보증계약제도를 운영하면서 발주청 기
관인 도로교통국(Department of Transportation)에서는
시공사와의 계약시 성능보증계약보험 제출여부만 확인

그림 3. 성능보증계약제도 운영시스템

할 뿐 계약자(시공사)와 보증보험회사간의 지불계약관계
에 대하여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서용칠(2009)은 성능보증계약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있다. 이는 보증보험회사에서 각각의 도로공사에 따른

현행 운영되고 있는 입찰제도와 병행 또는 별도의 성능보

위험(Risk)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알맞은 보증

증 입찰계약제도로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전체 공사

보험상품을 개발하였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미국과 같

가 아닌 도로포장을 대상으로 적용하자고 제안하였다. 성

이 국내에서도 성능보증계약제도를 도입하고 정착하기

능보증계약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계예규(PQ심

위해서는 이러한 계약자(시공사)의 위험부담을 정확하게

사요령, 낙찰자결정기준, 공사계약일반조건 등)의 개정과 함

하고 평가하여 적합한 보증보험상품 개발이 절실히 필

께 입찰안내서 작성지침 등 발주자가 참고할 수 있는 지침

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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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성능계약제도

국내도입방향

일괄입찰

계약상대자에게 설계권한
부여

일괄입찰 운영방식을 기반으로
성능보증계약 운영방안 마련

계약당사자간의 책임관계
는 관계법령에 규정

설계단계부터 준공 후 사용/
공용단계까지 계약당사자가
간의 책임관계규정

성능계약 관계규정 마련

재료공법 등을 규정한
시방에 따라 설계 및 시공

성능지군을 규정한 성능시방
에 따라 설계 및 시공

성능계약 관계규정 마련

위험(Risk)

발주자 › 계약자

발주자 › 계약자

설계

계약자

계약자

시공

계약자

계약자

확인

발주자

발주자

품질검사

발주자

계약자

주요내용

책임

현행입찰제도

보수조치

계약자

계약자
보수기준, 범위 등의 차이

•성능계약은 전체 프로젝트
의 도로포장을 대상으로 함
•성능보증대상이 아닌 공종
과 책임관계 상충
•현 제도와 구분되는 별도의
발주제도로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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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기존입찰제도와 성능보증계약제도의 주요내용 및 책임관계
제 도

Risk & Insurance

국내 성능보증계약제도 도입방향

Special

김 경 민 입법조사관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내용과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

1. 들어가며

이 법안은 사실상 대부분의 환경오염시설을 피해배상

최근 화학사고 등 환경오염피해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즉,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폐수무방류

이에 환경부는 새정부 출범에 즈음하여 환경오염과 관

배출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 토양오

련된 신속한 피해자 구제와 사고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염관리대상시설,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및 위해관리계

보장하기 위해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를 확립한다는 국

획서 제출대상 취급시설, 소음·진동배출시설, 악취배

정과제를 채택하였다.

출시설,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환경오염

이에 따라 환경부는「환경오염피해배상 및 구제에 관한

피해배상 대상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가칭)을 마련하여 지난 6월15일 공청회를 개최
법률안」

이 법안은 또한 인과관계 추정제도를 도입하여 피해자

하였다. 환경부는 이번 정기국회에 이 법률안을 제출하

의 입증부담을 완화하였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다. 즉 시

고 시범사업기간을 거쳐 2016년부터 이 법을 본격 시행

설의 가동과정, 사용된 설비, 투입·배출물질의 종류와

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농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시설이 피해발생에 원인을 제

그러나 산업계에서는 기업의 배상 및 입증책임이 무거

공한 것으로 볼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경우 명확한 입증

워지는 등 규제가 강화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이 없어도 해당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피해배상

있는 반면, 시민단체에서는 적용대상을 더 확대해야 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해당 사업자는 피해가 전적으로

다고 주장하고 있어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했다는 것을 반증하지 못하

된다.

면 피해배상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이 글에서는 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환경책임제도

이와 관련하여 이 법안은 피해자는 해당시설의 사업자

입, 인과관계추정제도 도입, 환경오염피해구제기금설

에게,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에게 정보청구권 및 열람권

치 등 주요쟁점을 분석한 다음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영업상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한다.

환경부장관이 열람자와 장소를 지정하도록 하였다.

청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환경책임보험제도는 화학물질사고 발생시 기업이 책임

법률안은 7장 5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

없을 경우에도 피해자가 최소한의 배상을 받을 수 있고,

로는 제1장 총칙, 제2장 환경오염피해배상, 제3장 환경

환경오염을 제거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오염피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제4장 환경오염피해보

부담하게 된 비용을 보상받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상, 제5장 환경오염피해보상기금, 제6장 보칙, 제7장

화학사고 위험도가 높은 시설은 의무적으로 이 책임보

벌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험에 가입해야 한다. 유해화학물질영업자, 위해관리계

을 회피하기 위해 폐업을 하거나 자력으로 배상을 할 수

획 제출대상자, 특정 대기·수질오염물질배출시설, 지

(1) 환경오염피해배상

정폐기물처리시설, 특정 토양오염관리시설 등이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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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안의 구성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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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책임보험제도 도입

10
11

해당된다. 최저 가입금액은 업종별 위험도, 배출량 등을

운용은「국가재정법」제4장(기금)을 준용하도록 규정되

감안하여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어 있다.

이 법안은 또한 거대 환경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재

또한 피해조사 및 연구, 기금운용·관리 등을 전담하는

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만약 국가재보험이 없다면

조직으로 환경부 산하에‘환경오염피해조사단’
을 설치

민간보험사가 거대 위험을 떠안아야 하고, 이럴 경우 보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험시장 형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보험
사는 사업자에게 받은 보험료의 일정비율을 국가에 재
보험료로 납입하고 국가는 이를 재원으로 재보험제도를
운영한다는 것이다.

3. 해외사례
(1) 독일 : 환경책임법

(3) 환경오염피해보상기금 설치

독일은「환경책임법」
에서 환경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을

환경오염피해보상기금이란 원인자가 없거나 불명확하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1) 무과실책임주의 2)인

거나 무능력하여 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

과관계 추정제도 3)정보청구권 부여 4)배상이행을 위한

상받지 못할 경우 또는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한 피해가

담보제공의무와 같은 규정을 두어 환경소송에서 상대적

Special

발생한 경우에 환경부장관이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보

으로 불리한 입장인 피해자를 배려하고 있다. 동시에 이

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하

법은 사업자 책임의 과도한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1)불

특집

는 기금이다.

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배제 2)물적손해

이 기금은 신속하게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국가기금

에 대한 책임제한 3)적법한 가동일 경우 인과관계추정

으로 조성되며 정부는 2025년까지 5,000억원 규모로

배제 등의 규정도 두었다.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런 점에서 독일의「환경책임법」
은 피해자구제와 사업

이와 관련한 피해 인정절차를 살펴보면 우선 예비조사와

자보호 사이의 균형을 고려한 입법이라 할 수 있다.

본조사를 실시한 후 환경오염 피해보상심의회에서 피해
등급과 금액을 결정하여 보상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

(2) 미국 : 포괄적 환경처리·보상·책임법

고 있다. 신체 및 건강상의 피해와 재산피해가 보상대상

(CERCLA)1)은 유해물
「포괄적 환경처리·보상·책임법」

이다. 조사결과나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환경오염피

질로 인한 환경오염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제정

해구제정책위원회에 심사 및 재심사 청구가 가능하다.

되었다. CERCLA는 오염으로 인한 위험이 있는 경우 정

환경오염피해보상기금의 재원은 정부출연금, 과징금,

부가 조성한 기금으로 오염을 정화하고 피해를 보상한

과태료, 재보험료, 기타 운용수익을 통해 충당하도록

뒤 사후에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였다.

되어있다. 이 기금은 보상급여지급, 배상한도초과 피해

이 법은 책임당사자의 범위를 넓게 규정하고 있으며 무

보상, 재보험금지급, 제도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차

과실책임주의를 택하고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몇 가

입금 및 원리금의 상환 등에 쓰인다. 이 기금의 관리와

지 항변사유는 인정된다. 또한 입법 이전의 행위에 대해

1)	CERCLA: 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로 일명 Superfund법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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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하고 있다. 또한 환경오염에서 수반되어 발생하는

그리고 이처럼 책임당사자에게 무거운 책임을 지우게

생태계 등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하여 어디까지 책임을

되자 유해물질을 다루는 산업에 대한 투자기피 등 부작

지게 할 것인지 추후 점진적인 피해에 대해서 어디까지

용이 발생하기도 했다.

책임을 물을 것인지 규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독
일과 같이 정부의 인허가와 관련한 정보의 제공 및 열람
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4. 쟁점

(2) 인과관계 추정제도의 도입

(1) 환경책임제 도입

인과관계 추정제도가 도입되면 인과관계의 개연성만으

환경책임을 위험책임2)과 시설의 설치·운영책임으로

로도 해당기업의 책임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기업활동

규정하여 피해보상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는 무

을 크게 위축시키고 남소가 유발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과실책임주의의 도입을 의미하는데 이 제도의 도입으로

있다.

기업이 적법한 활동을 한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책임을

산업계는 이러한 제도들이 기업의 환경리스크 저감노력

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을

을 오히려 저해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2)	사회에 대하여 위험을 조성하는 자는 그 시설 때문에 생기는 손해에 대해 과실의 유무(무과실책임)를 불문하고 항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론
임.「민법」제758조의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에게 책임을 부과함. 150-70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1 국회입법조사처 (Tel. 02-7884510) ISSN 2005-744X「이슈와 논점」
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수시로 발간되는 최신 국내외 동향 및 현안에 대한 정보소
식지이며 이 중 일부는 국회방송(www.natv.go.kr)에서「의정이슈와 논점」
으로 방송됩니다. (매주 월요일 AM 7:00, PM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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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효력을 미치게 하여 소급책임을 묻는다.

(3) 환경오염피해구제기금 설치

있고, 그 사이에 정보조작·은폐시도가 있을 수 있다. 따

구제기금제도의 도입으로 원인자가 불명·부존재·무능

라서 명시된 기간 내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이

력 상태인 경우에는 정부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

를 위반시에는 처벌할 수 있는 벌칙규정을 마련할 필요

는데 대해 관련 시민단체 등은 크게 환영하고 있다. 그

성이 있다.

러나 이 제도가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반하며 국민의

넷째, 환경책임보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보험

부담을 늘리고 기업이 환경관리를 소홀히 할 수 있는 도

사업자가 환경책임보험시장에 진입하도록 장려하려면

덕적 해이를 유발하여 궁극적으로는 환경책임법의 취지

사업자에게 과도한 배상책임을 물어서는 안된다. 또한

를 훼손할 수 있다는 반론이 있다.

보험사에 대한 정부지원이나 규제완화 등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환경피해구제기금제도 도입에 신중을 기할 필요

5. 개선과제

가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하여 국토가 훨씬 좁고 피

첫째, 화학사고 등을 줄이고 환경오염피해를 예방하기

따라서 막대한 규모의 기금을 마련할 필요성은 적다고

위한 입법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률안의 명칭을「환

할 수 있다. 또한 환경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할 경우 재난

Special

경책임에 관한 법률」
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독일과 미

안전기금과의 중첩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환경사고

국의 유사법률의 예를 보아도 피해보상구제보다도 환경

가 발생하여 신속한 지원이 필요할 경우「재난안전관리

특집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기본법」
상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지원할 수 있기

둘째, 독일사례와 같이 기업이 시설을 적법하게 가동한

때문이다.

해구제가 넓은 지역의 자연환경보다는 인명피해가 많다.

경우에는 인과관계 추정을 배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환경소송에서 피해자의 불리한 위치를 고
려해 인과관계 추정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사업자에게 과
도한 반증부담을 지우는 것은 곤란하다. 이것은 기업이

6. 나오며

적법가동시 인과관계 추정을 배제하는 것이 기업의 자

근래의 환경오염사고는 그 빈도와 피해의 심각성이 증

발적인 안전관리와 의무준수를 장려하는 효과가 있기 때

가하고 있다. 기존「환경정책기본법」제44조로는 부족

문이다.

했던 환경오염피해구제가 본 법안의 입법으로 상당부

셋째, 정보공개청구권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구제와 사업자의 지속

현재 법안에는 사업자가 정보제공을 거부할 경우 의무이

가능한 경영도모라는 법률안의 목적에 합치하도록 오염

행을 강제할 강력한 수단이 없다. 환경부장관이 열람을

원인자 부담원칙의 합리성에 대한 올바른 숙고가 필요

명할 수 있으나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시간이 소요될 수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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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가스화 복합발전(IGCC) 기술
김성철

수석연구원
한전 전력연구원 발전연구소

1. 서론

소시켜 가스화함으로써 연료가스인 합성가스(CO 50%,
H2 30%)로 전환하고 부식성 산성가스와 분진을 제거한

석탄은 화석연료 중에서 가장 매장량이 풍부하고 지역

후 가스터빈의 연료로 사용하여 발전하고, 가스화 과정

적으로 편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급안정성이 높고 경

에서 발생한 열과 가스터빈의 배기가스열은 회수하여

제성이 우수하다. 그러나 기존의 미분탄 발전방식을 이

배열회수보일러에서 증기를 생산하여 증기터빈을 구동

용한 석탄연소는 다량의 SOx, NOx 배출 및 온실가스인

하는 복합발전방식을 일컫는다(그림 1).

CO2 배출 등의 단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CO2 발생을

Research & Analysis

억제하는 방법으로는 발전설비의 전체 효율향상으로서

1) IGCC 시스템 구성개요

화석연료의 사용을 억제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나 기

IGCC 시스템의 주요공정은 석탄 전처리설비, 가스화

존의 석탄연소방식은 현재 초임계압 발전플랜트의 경우

기, 석탄가스 냉각기, 집진장치, 가스정제설비, 산소분

에 약 40% 효율이 한계이다. 그러나 IGCC (Integrated

리기, 가스터빈, 배열회수보일러(HRSG) 및 증기터빈으

Gasification Combined Cycle) 기술은 동일한 석탄을

로 구성되며 일반적으로 가스터빈이 총 출력의 65%, 증

사용하면서도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이 적고 전체 효율도

기터빈이 35%의 전력을 생산한다.

높아 최근에 차세대 석탄발전방식으로 부각되고 있어

천연가스전용의 복합화력 동비율 2:1과 비교하면 IGCC

본 고에서는 석탄가스화 기술원리와 기술개발현황에 대

전체출력 중 가스터빈 출력비중이 약간 낮은데 그 이유

해 소개하고자 한다.

는 가스화기에서 생산되는 고압증기가 증기터빈에 추

연구분석

가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석탄가스화 복합발전(IGCC)
시스템은 석탄가스화장치(Coal Gasification Unit)와 기

2.	석탄가스화 복합발전시스템(IGCC)
IGCC기술은 석탄을 고온 및 고압하에서 석탄을 부분연
제진설비

존의 복합발전(Combined Cycle)을 최적상태로 결합
(Integration)한 것으로서 주요 구성기기는 석탄공급장치
(Coal Preparation), 석탄가스화장치(Coal Gasifier), 가스

정제설비

분진
황(판매)
석탄

발전기

산소분리설비
가스화기
증기

공기

가스터빈
배열회수보일러

슬래그(재활용)

증기터빈
그림 1. 석탄가스화 복합발전 (IGCC)의 구성도

발전기

표 1. 주요사의 석탄가스화기 특징 비교
구분

GE

ConocoPhilips

Shell

운전
압력

20~82 기압

19.5~33.5 기압

25~42 기압

온도

1,370℃

1단 : 1315~1,430℃
2단 : 1,040℃

1,400~1,480℃

Uhde
25~42 기압,
Shell 공정과 유사
1,400~1,480℃,
Shell 공정과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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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화기
구조

화 반응에서 연소성 가스는 일산화탄소(CO)와 H2가 주

랜트(Combined Cycle Power Plant) 및 산소플랜트(Air

성분이 된다.

Separation Unit)로 구성된다.

가스화과정 중에서 탄소(C)의 일부분만이 완전 연소하

가스화기는 운전압력이 통상 30~40기압의 고압에서

여 이산화탄소(CO2)로 전환되며 이때 발생된 열에너지

운전되며 가스화기 온도는 가스터빈 온도와 유사한 약

는 석탄의 화학결합을 해리하고, 생성물의 온도를 높이

1,400℃를 유지하고 가스화기 내부 구조는 표 1.과 같다.

며 흡열반응에 필요한 에너지의 대부분을 제공한다. 석
탄이 가스화학반응조건에 있을 때(즉 이론 산소량보다 산

2) 가스화 기본반응

소량이 적을 때) 먼저 석탄표면과 내부에 포함된 수분이

석탄을 사용하는 기존의 미분탄 발전기술은 석탄을 공

증발, 건조된다.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휘발화가 일어나

기와 함께 완전연소시켜서 석탄중의 연소성 물질을 이

며 약한 화학결합들이 해리되어 타르, 오일, 페놀 및 탄

산화탄소(CO2)와 물(H2O)로 전환시키는 반면에 석탄가

화수소가스가 생성된다.

스화에서는 석탄의 불완전 연소반응이 일어난다. 즉 연

분류층 가스화기에서의 CO2의 생성은 석탄의 건

소에 필요한 산화제로 공기대신에 약 95%의 순수한 산

식공급방법에서는 낮으며, 물 슬러리공급방식에서

소를 석탄의 완전연소에 요구되는 이론적인 양의 0.7∼

는 중간정도이다. 반응물중의 물(증기)은 Water-gas

0.8 몰 정도로 공급하며, 기존 미분탄연소에서 생성되

shift(H2O + CO = H2 + CO2) 반응에 의해서 CO2 생성을

는 가스는 이산화탄소(CO2) 및 수증기(H2O)였으나 가스

촉진한다. 휘발화과정 이후에 남은 고정탄소는 O2, 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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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장치(Gas Clean up System), 복합사이클발전플

(H2O), CO2 및 H2에 반응하여 가스화되고, 가스들은 상

상 질소(N2)와 암모니아(NH3)로 전환되기 쉽고 미량의 수

호간에 반응하여 최종 가혼합물을 생성하게 된다. 낮은

소시안화물(HCN)도 생성된다.

온도와 물(증기)의 함량증가는 Water-gas shift 반응을
증진시킨다. 이 반응은 최종가스의 H2O/CO 비율에 크

3) 석탄가스화 및 석탄 직접연소와의 비교

게 영향을 주지만, 생성가스의 발열량에는 거의 영향이

석탄의 가스화는 Fuel-rich 상태에서 석탄연소의 부분

없으며 주요한 가스화 반응은 다음과 같다.

산화라 할 수 있으며 표 2.는 석탄연소의 특징과 가스화
의 특징을 비교하였다.

•C+O2 =CO2 (고 발열반응 - 급속)

......(1)

•C+1/2O2 =CO (발열반응 - 급속)

......(2)

4) IGCC의 장·단점

......(4)

전하는 방식인 반면에 IGCC발전은 석탄을 가스로 전환

•H2O+CO=H2+CO2 (중간 발열반응-급속)

......(5)

시켜 복합발전을 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기술이다. 또한

•CO+3H2=CH4+H2O (고 발열반응)

......(6)

기존의 석탄발전소 효율이 40%인 반면에 IGCC발전은

•C+2H2 =CH4 (발열반응)

......(7)

약 43%의 고요율 발전이 가능하고 산성가스처리시스템

•C+CO2=2CO (흡열반응 - 1,2반응보다 늦음)

석탄중에 소량 함유된 황은 가스화의 환원성 분위기에

위한 탈황설비가 불필요하다는 장점이 있고 높아진 효

연구분석

기존의 복합발전설비는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여 발

Research & Analysis

•C+H2O=CO+H (흡열반응 - 1,2반응보다 늦음) ......(3)

서는 유황의 대부분이 황화수소(H2S)로 전환되며, 황분

율만큼 CO2 발생이 적은 장점이 있다. 그러나 초기투자

중 약 3~10%만이 Carbonyl Sulfide(COS)로 전환되

비가 동일용량의 석탄화력에 비해 2배 이상 높다는 점이

는데 COS는 가스정제가 복잡하지만 상용 정제설비에

큰 단점이다. 그러나 IGCC발전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

장치를 추가하여 처리할 수 있다. 석탄중의 질소는 가스

무화제도시행에 따라 발전전력 1MWh당 0.25의 신재

을 이용하므로 기존 석탄화력과 같이 황산화물 저감을

표 2. 석탄 직접연소와 석탄가스화의 특징 비교
비교항목

석탄연소

석탄 가스화

운전압력

상압

고압

석탄회 배출성상

주로 ash

주로 slag

산화제

공기

증기, 산소, 공기

생성가스

CO2, H2O

CO, H2, CH4, CO2, H2O

가스정제

연소 후 배가스 정제

연료가스 정제

환경오염물

SO2, NOx

H2S, HCN, NH3

최 반응율

빠름(with O2)

늦음(with CO2, H2O)

산화제공급

과잉

부족

타르생성

없음

생성경우 있음

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022년까

Solubility Interaction)에 의존하기 때문에 화학 흡수법에

지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발전의무비율을 10%까지 증가

비해 H2S 및 CO2(이하 산성가스)분리가 잘되어 소요되

시켜야 하는 발전회사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발전시스템

는 에너지가 작은 장점이 있다. 이외에 멤브레인을 이용

인 것이다. 더욱이 IGCC설비가 CO2 포집설비를 함께

한 CO2 포집기술과 Hydrate를 이용한 기술들이 개발

운영할 때는 기존 석탄화력소에 CO2 포집설비를 구비

중에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한전 전력연구원이 주관하

하는 것과 비교해서 경제성 측면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는 건식 및 습식흡수제 개발연구와 에너지기술연구원이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주관하는 분리막을 이용한 연소전 포집기술개발이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공정최적화를 통한 흡수 및 재생 시

5)	IGCC에 적용하기 위한 CCS(Carbon Capture
& Storage)기술

소요되는 에너지 소비절감과 투자비용저감에 집중적인
기술개발이 요구된다. 또한 IGCC 발전설비는 초기투자

CO2 Capture 기술로 통칭되며 수성가스(CO, H2) 전

존의 석탄발전소에 적용하기 위한 연소 후 CO2 후포집

환을 통해 생성가스를 약 200∼350℃에서 H2와 CO2

기술과 가격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로 분리하여 CO2만 포집하는 기술로서 물리흡수

Selexol 공정은 DEPG(Dimethyl Ethers of Polyethylene

공정으로는 Methanol을 이용하는 Rectisol 공정,

Glycol)를 사용하여 가스혼합물로부터 H2S와 CO2와 같

DMPEG(Dimethyl Ether of Polyethylene Glycol)를 사용

은 산성가스를 제거하는 상용공정으로서 Dow (Selexol)

하는 Selexol 공정이 있고, 화학 흡방법으로는 K2CO3/

와 UOP (Selexol)에서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다. 그림

Amine 기반의 흡수제와 K2CO3/촉매기반의 화학흡수

2.는 DEPG용매를 사용하여 산성가스 및 이산화탄소를

공정이 있다. 물리적 흡수법은 물리적 결합(Physical

포집하고 압력 및 온도를 변화시켜 재생하는 공정이다.

Treated
gas

Reject gas

(mostly hydrocarbons)

Refrigeration

Knockout
drum

Vacuum
unit

Compressor
Solvent

Chilled
inlet gas

Absorber

High
pressure
flash

Low
pressure
flash

그림 2. CO2 포집 물리흡수공정

Vacuum
f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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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비싸기 때문에 CO2 포집설비를 구비하여야만 기
Risk & Insurance

IGCC에 적용하기 위한 CO2 포집기술은 Precombustion

표 3. 주요 가스화기 공정사별 실증설비 현황
구

분

GE Energy

연료공급방식

Conocophillps

Shell

Uhde

습식(슬러리) 공급

건식공급

•1단 하향식
•내화벽

•2단 상향식
•내화벽

발전소

Polk Power

Wabash River

Buggenum

Puertollano

준공년도

1996

1995

1994

1997

용량(MW)

250

262

253

300

Net 효율(%)

40

38

41.3

42.5

가스화기특성

실증
설비

•1단 상향식
•수냉벽

Research & Analysis
연구분석

3. IGCC 발전설비현황 및 기술
개발동향

2015년 11월까지 49개월에 걸쳐 건설하는 공사로서 총

1) IGCC 주요 공정사 및 운전 중인 발전소

스터빈은 GE, 공기분리기는 Air Products사가 공급한

가스화기 주요 공정사로는 미국의 GE Energy와

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IGCC발전소건설과 함께 설계기

Conoco Phillips, 네덜란드의 Shell사 및 독일의 Uhde

술자립, 운영기술개발 등 원천기술확보를 위해 두산중

사 등이 가스화기에 대한 주요 공정사들이며 주요 IGCC

공업, 대학교 및 연구소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기술개발

발전소현황은 표 3.과 같다.

을 수행 중에 있으며 플랜트효율 42%, 이용률 85% 이

1조3천8백억원의 건설비가 투자되는 프로젝트로 이중
정부가 1,106억원을 지원한다. 가스화기는 Shell사, 가

상, 황산화물은 15ppm, 질소산화물은 30ppm 이하인

2) 국내 동향

초청정발전소로서 하루 석탄공급량은 2,670톤 규모이

국내 IGCC 기술개발은 정부주도의 요소기술개발과 한

다. 2013년 기준으로 계획된 공사진행 누계 공정율은

전주도의 상용설비건설과 관련된 연구로 구분된다. 정

60%이며, 2014년 말에는 89%의 공정이 완료될 계획

부주도의 요소기술개발은 주로 G7사업 및 대체에너지

이다. 한편 정부는 2017년에 영남, 2019년에는 군장에

기술개발사업 등을 통해 1988년부터 2002년까지 총

각각 300MW 규모의 IGCC 건설계획을 장기전원개발계

282억원을 지원(37개 과제, 정부 171억원)으로 수행되었

획에 이미 반영하였다.

고, 상용설비 규모의 국내 IGCC발전설비에 대한 연구는
한전 전력연구원을 중심으로 하여 한국전력기술(주)의

3) 국외 동향

참여하에 1994년부터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

2000년 중반이후 천연가스 가격상승, 기후변화협약 등

산업통상부는 IGCC발전소를 태안에 건설하는 국내최

환경규제강화로 인해 석탄의 장점인 가격경쟁력이 훼손

초의 IGCC발전소 프로젝트가 현재 진행 중이며 가스터

되지 않는 석탄발전의 대안으로 IGCC에 대한 관심이 다

빈용량은 230MW, 스팀터빈은 150MW로 총 380MW

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규모의 플랜트로서 본 실증설비는 2011년 11월부터

미국은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재정적인 지원하에 IGCC

최근 IGCC 개발동향은 CO2 포집과 연계하여 CCS를 구

가 진행 중에 있고 설비규모는 약 15,000MW이다. 미

비한 플랜트개발에 주력하고 있고, 이는 IGCC에서 CO2

국은 Duke 에너지사가 2013년 6월에 618MW 규모

포집이 Post Combustion에 의한 후처리기술보다 효율

의 Duke Edwardsport IGCC 발전소를 운전 개시하였

감소 및 경제성이 우수하기 때문이다.

고, 2014년 4월에는 미시시피발전회사에서 582MW 규

특히 IGCC에 적용하는 연소전 CO2 포집기술은 IGCC

모의 Kemper County IGCC발전소를 준공할 예정이

가스화 후 CO, H2가 주성분인 합성가스를 수성가스 전

다. 아시아에서는 중국 화능그룹이 250MW IGCC발전

환반응(Water Gas Shift Reaction)을 통해 수소와 CO2

소를 2011년 12월 준공하였고, 일본은 250MW 나꼬

로 전환시켜 CO2를 포집하는 기술로서 높은 온도와 고

소 IGCC발전소를 2007년 준공하여 상업운전중이다.

압이 특징인 IGCC설비에서 장치의 소형화 및 CO2를

IGCC발전소 건설은 중국은 자국의 심각한 대기오염 및

저장하기 위한 압축비용 절감측면에서 유리하여 차세

풍부한 석탄자원의 효과적인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대 CO2 포집기술로 부각되고 있으며, 표 4.는 미국·독

일본은 자국의 에너지안보 및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

일·네덜란드·일본을 중심으로 CCS와 연계하여 수행

한 전력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

중인 IGCC 주요 기술개발내용을 정리·요약한 것이다.

표 4. 주요국가별 IGCC 기술개발현황
국 가

프로젝트명

주

요

내

용

-	IGCC를 포함한 신석탄발전소에 CCS기술을 연계, 배출물이 거의 없는 청정석탄발전을 실
FutureGen

현하기 위한 국가지원프로젝트
-	현재 CCS 기술의 실증가능여부에 중점을 두고 다음의 조건을 기준으로 지원계획을 추진중
•'15년까지 건설완료 및 실증운전, CO2 지하저장 운전(3년), 모니터링(2년)
-	국가적으로 추진 중인 8대 청정에너지기술중 하나로 J-POWER/NEDO의 지원 하에 두 개

일 본

EAGLE

의 추진방향설정
•20톤/일급의 CO2 포집을 목표로 하는 CCS 기술개발
•석탄가스화기술과 연료전지의 연계(IGFC)
- 정부지원 하에서 추진되고 있는 청정 석탄발전프로젝트로써 2단계로 구성

중 국

GreenGen

•1단계(2009∼2011) : 250MW급 텐진 IGCC 실증플랜트건설(CO2 비포집)
•2·3단계 : CCS 기술개발 및 IGCC와의 연계프로젝트
•최종목표 : 상용급(450MW) IGCC+CCS 실증플랜트건설(2015∼2018)
-	Hydrogen and Power Generation을 의미하며 화석연료로부터 탄소를 제거하고 CO2를
저장하여 수소 및 전기를 생산하는 최초의 대규모 실증설비건설

유 럽

Hypogen

•예비타당성조사완료

·
·
·
·
·
·2004

•타당성조사완료 및 시행규칙제정

·
·
·
·
·
·2005∼2007

•주요기술의 실증

·
·
·
·
·
·2007∼2012

•주요설비의 건설

·
·
·
·
·
·2008∼2012

•운영 및 검증

·
·
·
·
·
·2012∼2015

- CCS와 연계된 상용급 규모 IGCC 건설하는 국가프로젝트로 2단계로 구성

호 주

ZeroGen

•1단계 : 120MW(Gross) 규모의 CCS연계 IGCC 실증플랜트건설 (CO2 포집율 75% 달성)
•2단계 : 530MW(Gross)규모 상용급 IGCC 플랜트건설 (CO2 포집율 90%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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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및 사업화에 적극적이며 약 26개 프로젝트

Research & Analysis

4. 안전성 평가 필요

이런 점을 고려하면 국내 최초로 건설되고 있는 태안

앞서 언급한 것처럼 IGCC(Integrated Gasification

비의 안정성 향상을 위하여 RBI(Risk Based Inspection)

Combined Cycle) 플랜트는 석탄가스화장치(Coal

기법에 기반한 시스템 운영프로그램과 각종 사고에 대

Gasification Unit)와 여기서 발생된 합성가스를 이용하

한 안전성 평가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시

는 복합발전플랜트(Combined Power Plant)로 구성이

스템화하여 현장에 적용 및 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된다. 석탄가스화장치가 30기압 이상의 고압설비이고

복합발전플랜트의 핵심설비인 가스터빈(GE 7F Syngas)

산소생산설비도 약 5기압 이상에서 운전된다는 점이 기

의 경우 동일모델의 설치사례가 거의 없으므로 최근에

존의 상압에서 운전되는 석탄발전설비와 다르다. 또한

운전을 개시한 미국 Duke Edwardsport IGCC발전소

합성가스(CO 50%, H2 20% 등)가 일반적인 복합발전플

(2013년 6월 준공)를 일정기간 동안 모니터링하여 가스터

랜트에서 사용되는 천연가스(CH4 89%, C2H 69% 등)와

빈의 안정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상이하여 IGCC 플랜트에서는 기존의 가스터빈과는 다

마지막으로 합성가스의 화재 및 폭발의 특성을 분석하

른 모델이 사용되고 설치대수가 아직은 많지 않다. 이처

여 합성가스계통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관련된

럼 계통이 복잡하고 설치현황이 많지 않은 관계로 IGCC

비상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이를 현장에 반영하여 사고

플랜트는 일반 복합발전플랜트에 비해서 잠재적인 위험

발생 가능성과 피해규모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

IGCC발전소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IGCC설

성이 높을 수가 있다.

연구분석
그림 3. 태안IGCC 조감도

Proposal

이진원

변호사
코리안리재보험

환경변화에 따른
기업의 소송리스크 증가

Proposal

1. 서설

위해 제기하는 소를 말한다(상법 제403조).

기업의 소송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한 언론에 따르면 우

을 가질 뿐 구체적 또는 법률상의 이해를 가지지 아니하

리나라 500대 기업 중 182개사가 소송현황을 공시하였

므로 직접적인 피해자도 아니고, 당사자도 아닌 주주가

는데 이들 회사의 총 소송건수는 2만6,000여건이고 소

회사를 위해 직접 소를 제기하는 것은 아무래도 자연스

송가액으로는 20조원이 넘었다고 한다. 소송결과가 경

럽지 못하다. 그럼에도 이 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이사의

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송현황을 공

손해배상책임(상법 제399조)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시하지 아니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나머지 회사들

이사의 적정한 업무집행을 담보하기 위함이다.

까지 감안하면 기업의 소송규모는 실로 엄청난 것이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대표소송이 많이 활용되지는

문제는 앞으로도 기업을 둘러싼 소송환경이 녹록하지

않았다. 이에 법무부는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

않다는데 있다. 소비자들의 권리의식은 날로 높아져가

를 상대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개

고 있고, 경쟁회사들은 특허침해를 주장하고 있으며 정

정안을 내놓는 등 대표소송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부는 대주주와 이사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향후 대표소송의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상법이 개

이제 기업은 소송리스크를 염두에 두지않고는 지속가능

정될 경우 반대주주나 소수주주에게는 소송의 기회가

한 경영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

확대되는 반면 기업으로서는 원치않는 소송에 휘말릴

니다.

수 있다.

원래 주주는 회사재산에 대하여 일반적·추상적 이해만

제언

이에 기업의 적정한 리스크관리를 위하여 소송리스크
증가와 관련한 환경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리라 생

나. 증권집단소송의 시행

각한다.

증권집단소송이란 유가증권의 매매 및 그밖의 거래과정
에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전체 피해자 중 1
인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집단구성원을 위해

2. 법적·제도적 환경변화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말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입법을 통해 제도적으로 강제하

며, 그중 80%가 화해로 종결되는데 평균화해금액은 약

고자 하는 노력들이 모색되고 있다. 대표소송의 확대,

1,500만달러에 이를 정도로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

증권집단소송의 시행, 소비자단체소송의 확대, 소비자

한 소송이다.

집단소송의 도입, 제조물책임제도, 환경오염피해구제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증권관련 집단소송

법의 제정이 그 예로 이하에서 상술한다.

법이 시행되어 증권집단소송이 가능해졌음에도 아직까

미국에서는 매년 수백여건의 증권집단소송이 제기되

지 활용된 예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는 남소를 우려

가. 대표소송의 확대

하여 법제정 당시 증권집단소송의 적용대상(①증권신고

대표소송이란 회사가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을 게을리

서 및 투자설명서의 허위기재, ②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분

할 경우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기

기보고서의 허위기재, ③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 및 시세조종,

④감사인의 부실기재)을 한정하고, 증권집단소송의 허가

라. 소비자집단소송의 도입

요건(다수성·공통성·효율성)을 엄격하게 규정한 데에서

소비자집단소송이란 공통의 이익을 가진 다수 소비자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다수인을 위하여 그중의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집단소송의 효용성에 대한 이해

인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피해에 대한 손해배

의 증진과 적극적인 소액주주운동에 따라 증권집단소송

상을 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바 기업입장에서는 분식

소비자집단소송이 도입되면 피해자 모두가 원고가 될

회계, 부실감사, 허위공시, 주가조작, 내부자거래 등을

필요없이 판결의 기판력을 얻게 됨으로써 다수의 소액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당해기업의 주식을 거래한 일

피해자가 쉽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반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빠질 위

소비자집단소송은 시민단체에서 10여년 전부터 도입을

험이 매우 높다 할 것이다.

추진하였고, 최근 일부 의원들이 이에 동참하여 국회청
원을 추진하는 등 제도도입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마. 제조물책임제도

소비자권익을 침해하는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법원에

제조물책임제도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생명, 신체

금지를 청구하는 소송을 말한다(소비자기본법 제70조).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제조업자 등이 과실여부

이 소송은 사업자가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

와 상관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이다.

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부터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됨에

우 제기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시민단체

따라 피해자는 제품의 제조·설계·표시상의 결함으로

가 통신회사를 상대로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수집금지를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제조업자에게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 유일하다.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소비자단체소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소송제기사

그러나 제조물책임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유를 확대하고 소송비용을 보전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

실제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되어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

받은 예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

- 피해자 모두가
각자 원고로 소송제기
- 소송이 번거로움
- 소송회피 경향

- 원고가 될 필요없음
- 법원에 권리신고만으로
- 판결 기판력 얻음
- 권리구제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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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k & Insurance

다. 소비자단체소송의 확대

표 1.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주요내용
대상시설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 토양오
염관리대상시설, 소음·진동배출시설, 악취배출시설 등

인과관계추정

해당시설이 피해발생에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경우 명확한
입증이 없어도 해당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피해배상책임을 지움

기업의 배상책임한도 설정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보장하기 위해 2,000억원 내에서 배상책임부담

환경책임보험의 가입 강제

화학물질사고 발생시 기업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폐업을 하거나 자력으로 배상을
할 수 없을 경우에도 피해자가 최소한의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

환경오염피해보상기금 설치

예외적으로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하는 거대피해가 발생하거나 가해자를 찾을 수 없
는 피해가 발생할 경우 등에 국가가 보상을 함으로써 피해구제의 사각지대 해소

Proposal
제언

기되고 있다.

사상자 23명, 피해액 550억원이 발생하였으나 가해기

이에 소비자가 제조물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였

업은 폐업하였을 뿐 손해배상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

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으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았다.

에는 그 제조물에 이미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

이에 환경부는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구제가 신속하고

고, 그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와 동일한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는 해당 제조물의 결함에

의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입증책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인과관계추정으로 사업자에게

임을 경감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바, 이 법이

이와 같이 제조물책임법의 요건이 완화될 경우 제조물

시행되면 피해가 광범위하고 다양한 모습을 띄어 배상

책임법의 적용범위 확대와 그에 관한 빈번한 보도로 제

책임액을 예측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는 환경소송에서

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문제의식이 높아져 사소한 제

기업의 소송리스크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평가된다.

품안전사고에 대해서도 클레임 및 소송건수가 크게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PL과 관련한 클레
임이나 소송사건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장기화되는 추세
이므로 기업입장에는 소송의 승패와 상관없이 엄청난

3. 사회적 환경변화

인력자원이 낭비되고 고액의 비용이 들어가게 될 것으

최근 많은 기업들이 국제특허소송과 기획소송이라는 새

로 보인다.

로운 형태의 소송에 시달리고 있어 이하에서 자세히 살
펴 보기로 한다.

바.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제정
환경오염사고는 2004년 45건에서 2010년 102건으로

가. 국제특허소송의 증가

2배 이상 증가하였고, 화학사고 신고건수도 예년 평균

우리기업을 겨냥한 글로벌 외국기업과 특허전문회사

13건에서 올해는 벌써 70건을 상회하고 있다. 2012년

(NPE)의 특허공세가 강해지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최

에 있었던 구미 불산누출사고에서는 사망자 5명 포함

근 6년 사이 우리기업과 외국기업간 국제특허소송은 총

표 2. 국제특허소송의 증가
유

형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6

계

외국기업  한국기업

125

112

165

197

214

202

1,015

한국기업  외국기업

56

42

21

83

10

8

220

181

154

186

280

224

210

1,235

합

계

(출처 : 특허청)

당사자들은 사실상 무료나 다름없는 비용으로 소송에

되었고 이 중 8건을 제외한 나머지 202건은 외국기업이

참가할 수 있어 부담이 없고, 변호사 입장에서는 꼭 승

우리기업을 겨냥한 것이라고 한다.

소하지 않더라도 많은 참가자들로부터 십시일반으로 받

이와 같이 국제특허소송이 증가하는 요인으로는 세계

은 거액의 착수금을 챙길 수 있다.

각국이 자국기업보호를 위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기획소송은 소송이 남용되어 소송수행이 부실해지거나

IT, 제약, 생명공학, 화학, 자동차 등 대부분 산업에서

기업의 과잉비용을 초래해 결과적으로 일반 소비자에게

글로벌 외국기업과 특허전문회사가 특허를 핵심자산으

전가된다는 문제점이 있으나 향후 소비자들의 권리의식

로 인식하고 특허소송을 제기하는데 따른 것이다.

확대와 변호사업계의 불황이 맞물리면서 계속 증가할

문제는, 이들 특허소송이 대부분 미국법원에서 진행되

것으로 예상된다.

는데 미국 사법절차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대부

지못해 불리한 내용으로 합의하거나 패소하여 손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4. 결어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대표소송의 확대, 증권집단소송
의 시행, 소비자단체소송의 확대, 소비자집단소송의 도

나. 기획소송의 증가

입, 제조물책임제도,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제정과 같

최근 금융기관, 인터넷 포털업체, 일반 대기업 등이 관

은 법적·제도적 환경변화와 국제특허소송의 증가, 기

리하는 불특정 다수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경우의

획소송의 증가와 같은 사회적 환경변화로 말미암아 기

불법행위책임소송, 금융기관의 불완전 상품판매에 따른

업의 소송리스크는 크게 증가하였다.

불법행위소송, 대기업근로 노동자들의 임금 내지 퇴직

기업으로서는 이러한 환경변화를 소극적으로 회피하려

금소송, 과거사 소송, 아파트 하자소송 등에서 기획소송

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토대 위에

이 크게 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사내 법무인력 확충 및 보험가입 등 적절한 소송리스크

기획소송은 법률분쟁에 맞닥뜨린 의뢰인이 변호사를 찾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오히려 이

아가는 게 아니라 변호사들이 소송을 기획해 원고가 될

상의 환경변화를 타기업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출 수

피해자들을 모집하는 것이 특징이다. 소송에 참여하는

있는 기회요인으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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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의 중소기업들이 소송과정에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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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5건이었는데, 올해 상반기에만 무려 210건이 제기

Accident Review

중국수역 해난구조진행에 대한 고찰
김대래

대표
(주)한리해상손해사정

(2012년 침몰된 황산적재 케미칼선박 제거작업)

1. 서언

서 중국수역에 한국 국적선의 입·출항은 물론이고, 중

해운의 국제성을 감안하면 해난사고의 발생은 국내에

는 지리적 여건에 처해있다.

한정되지 않고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특성이

그러한 과정에서 해난사고의 발생은 피할 수 없다. 중

있다. 특히 해난구조나 잔해물 제거작업의 경우에는 국

국수역에서 해난사고가 발생되면 한국수역과 달리 여

내 수역에서 해난구조를 요하는 해난사고 발생시에 국

러가지 추가적인 어려움이 발생된다. 즉 언어, 문화 그

내의 구조업체 뿐만 아니라 외국의 업체도 별다른 제한

리고 사고방식의 차이가 많이 존재하는데 중국의 경우

없이 개개 업체의 경험과 기술력을 토대로 합리적인 구

에는 법과 정부의 개입이 그러한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조견적과 조건을 제시하고, 선박회사와 보험회사에서는

있다.

국수역을 통과하는 한국선박이 상당히 많을 수 밖에 없

피구조물의 상태와 여건을 감안하여 적절한 구조자를

그러나 해외의 일부 국가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은 자유

중국에서 해난구조를 요하는 해난사고 발생시 외국의

로운 경쟁체제가 아닌 공권력이 개입되거나 정부산하에

구조업자는 중국수역에서의 구조작업 등에 기본적으로

있는 국영구조회사 또는 해당국가의 구조업체만 구조작

참여할 수 없지만 현지 민간구조업체의 작업조력자로서

업을 할 수 있는 장벽으로 인하여 합리적인 구조계약의

참여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민간구조업체도 등급에 따

조건이 형성될 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른 허가제로 되어 있어 구조작업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선

특히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워 한국선박의 왕래가 빈번

박의 크기에 제한이 있다.

한 이웃나라 중국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중국은 1급, 2급, 3급 그리고 4급으로 구조업체를 구

비록 해난구조가 아닌 잔해물 제거작업이지만 2012년

분하고 있다. 1급의 경우에는 해난구조와 선박잔해

에 위험화물인 황산(Sulfuric Acid)을 적재한 상태로 침

물 제거작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선박의 크기에 제한없

몰한 케미칼운반선의 사고로 인한 화물과 연료유, 그리

이 구조 및 제거작업 등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고 선박제거작업을 한국해운조합과 당사의 주도하에 실

러한 1급의 구조업자는 중국 정부소속의 구조국(China

시한 예가 있어 이 사건을 계기로 향후의 접근방식에 대

Salvage) 이외에는 현재까지 인가해 준 업체가 아예 전

한 토대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필자의 미흡한 경험과 지

무하다.

식이지만 이를 기술하고자 한다.

참고로 중국 국영회사인 구조국(China Salvage)은 규모
측면에서 단연 세계 1위이다. 베이징에 본사를 두고 있
으며 본사에만 약 1,000명의 직원이 있고, 옌타이, 상

2.	중국에서 해난사고 발생시
주요 문제점

하이 그리고 광조우지점에 각각 3,000명 정도의 직원

우리나라는 위치적으로 중국과 일본의 중간에 위치하고

두를 구비한 전용항구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규모가 거

있고 대 중국의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은 나라이다. 따라

대하다.

이 소속되어 있어 인적규모만 보아도 약 10,000명에
달하며 각각의 지점마다 독자적으로 운용하는 전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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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중국 구조국(China Salvage)의 지위와 규모
Risk & Insurance

자유롭게 선정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중국 구조국의 주된 업무는 해난구조같지만 사실상은

족하여야 한다.

중국정부의 Off Shore 작업과 유전개발 등이 주된 업

해사국의 작업허가와 관련하여 외형적으로 작업에 대

무이고, 단지 해난구조와 잔해물 제거작업이 관련된 외

한 안전성 및 가능성 여부에 대한 검토 후에 이를 허

국선박의 사고인 경우에만 부수적인 업무로 참여하고

가하는 형태를 띄고 있다. 이 경우 해사국에 구조작업

있다.

등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러한 계획에 대하여

중국 구조국의 규모는 물론 법적으로도 독점적인 지위

해사국에서 수배한 해난구조전문가의 검토와 그들의

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구조국에서 모든 외국

질의에 충분히 응답하지 못하면 작업허가를 받을 수가

선박의 해난구조작업에 참여하므로 자유경쟁체제가 될

없다.

수 없으며, 계약시에 합리적이지 못한 금액의 구조비를

참고로 해난구조전문가는 해사국에서 지명하는데 주로

제시하더라도 구조계약이 체결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

해당지역의 해사대학교 교수가 주축을 이루고, 해사국

실이다.

내·외부의 해난구조전문가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구

Accident Review

조계획에 대한 전문가들의 질문은 심층적이고 난이도

현장소개

2.2 해사국(MSA)의 개입

가 비교적 높은 편이다.

중국의 해사국 (Maritime Safety Administration)은 외형

상기 이외에도 매 작업시마다 수시로 실시되는 회의에

적으로 마치 우리나라의 해양경찰과 유사한 조직이다.

잘 대응하여야 한다. 만약 그들의 사소한 요구사항일지

그러나 우리나라 해양경찰과 달리 사고시 초기조사부

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비록 허가된 구조작업이라고 할

터 사고처리 종기까지 모든 부분에 매우 적극적으로 개

지라도 언제든지 중지될 수 있는 어려움이 있다.

입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판단된다.
해난구조나 잔해물 제거작업 관련하여 비록 중국 구조
국(China Salvage)의 개입을 피하여 민간구조업체와 보
다 합리적인 구조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해사국의 허가를 득한 후에야 작업이 가능하

3.	2012년에 침몰된 케미칼
운반선의 제거작업

므로 이 역시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3.1 사고개요

중국 구조국이 아닌 민간구조업체가 구조작업 등을 실

2012년 3월 한국의 온산항에서 99.8%의 순수 황산

시하자면 구조작업/잔해물제거작업 등에 대한 계획을

약 7,000톤을 선적한 케미칼운반선이 중국의 주하이

해사국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기 위한 여러가지 조건을

를 향하여 항해 중 기상악화 등에 의하여 화물창에 균

충족하여야 한다.

열이 발생하여 스테인레스 용기의 화물창에 선적된 황

중국 구조국(China Salvage)은 중국정부내의 조직이므

산이 이중저(Double Bottom) 탱크내로 유입되어 선체

로 구조국 작업시에 해사국의 개입이 사실상 그렇게 심

를 급속히 부식시켜 결국에는 중국의 지에스만 (Jies

하지 않지만 중국의 민간구조업체가 작업을 진행할 경

Bay)에서 침몰하게 되었다.

우에는 해사국의 허가과정에 여러가지 요구사항을 충

본 사고발생 후 중국 구조국에서 그들의 우월한 지위를

적인 금액으로 제거작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하기

이용하여 본 사고의 구조 및 잔해물 제거작업에 개입을

로 협의하였다.

하려고 하였다.

이후 해사국에서 진행된 회의에서 구조국은 황산제거

그러나 광조우 구조국에서는 과거에 황산과 같은 위험

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나 당사가

화물을 제거한 경험이 전혀없는 상태였고, 실질적인 황

선주와 해운조합을 대신하여 구체적인 제거계획을 제

산제거에 대한 계획조차 없었다.

시하고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참고로 사고직후 광조우 구조국은 자체 보유한 거대한

당시에 6월부터 태풍시즌이 시작되므로 황산제거작업

기중기선과 관련장비를 이용하여 침몰선박을 한번에 인

은 최소한도 5월20일 이전에는 종료하여야 하는 시간

양하는 방식을 제시한 적은 있었으나, 그러한 방식은 인

적인 제약까지 있었는데 이 기간 내에 작업을 완료할 수

양시 선박이 파손되면 엄청난 양의 황산이 순식간에 선

있다는 시간계획까지 함께 제시하였다.

박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해사

해사국에서는 시간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제거계획조차

국 내부에서 조차도 안전한 방식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없는 구조국에서 진행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는

상기의 상황에서 구조국이 일단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해사국은 구조국

황산제거경험이 있는 외국구조업자의 도움을 받아 진행

을 배제하고 해운조합에서 직접 연료유와 황산제거작

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미화 약 7,000만불을 제시

업을 하는 것을 허가하였다.

할 것이라는 정보가 입수되었다.
엄청난 금액이지만 잔해물 제거작업을 구조국에서 할

3.3 중국 민간구조업체의 참여

수 있다고 하면 중국의 여건에서는 광조우 구조국과 계

해난구조나 난파물 제거작업(Wreck removal)의 성공여

약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부는 사고위치와 지역적인 특성에 상당히 많이 좌우된

당시에 선박의 P&I 위험을 담보하는 한국해운조합(KSA)

다. 왜냐하면 해상작업은 신속히 적기에 실시하지 않으

에서는 본 건을 중국수역의 해난구조경험이 있는 당사

면 지연으로 인한 추가적인 위험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

와 같이 한국과 중국현지의 민간구조업체와 계약을 시

이다. 특히 필요한 장비를 수배해야 하는 상황에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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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여 중국 구조국이 제시할 금액의 1/3 이하의 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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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광조우 구조국(Guangzhou Salvage)개입배제

Accident Review

비를 적기에 쉽게 수배·동원할 수 있는 사고장소인지

3.4 성공적인 제거작업

여부에 따라 구조작업의 성패가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성공적인 황산제거작업을 위하여 당사는 황산의 특성

무엇보다도 본 사고와 같이 태풍시즌 이전에 제거작업

을 확인하고 제거작업에 필요한 실험까지 실시했고, 전

을 완료해야 하는 시간적인 제약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문작업자들의 특성까지 감안하여 제거계획을 수립하였

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다. 그러한 철저한 사전준비로 각각의 작업단계마다 해

신속한 장비동원을 위하여 당사와 2006년 이후부터 계

사국에서 요청되는 주요한 상세계획을 미리 준비하여

속적인 업무지원교류를 통하여 상호간에 신뢰관계가 형

해사국에서 회의요청시에 다음날 바로 기 준비된 자료

성된 중국 다리옌소재의 민간구조업체와 업무분담을 하

를 명확히 설명함에 따라 해사국과의 회의가 수차례 진

기로 하였다.

행되면서 본 작업능력에 대한 신뢰가 자연스럽게 구축

중국 다리옌에 소재한 민간구조업체는 해사국과 명확한

되었다. 또한 한국과 중국 양국간의 작업자들이 의견충

의사소통과 중국수역 내의 작업선박들을 동원하는 것을

돌 없이 수립된 계획에 따라 작업이 될 수 있도록 한국

주업무로 하기로 하였다.

과 중국 작업자 각각의 능력에 맞는 적합한 작업이 초기
부터 진행되도록 하였다. 즉, 중단없는 작업을 위해 동

현장소개

3.4 한국의 구조선단과 작업자의 중국파견

원된 30명의 전문적인 한국다이버들은 침몰된 선박의

침몰된 선박의 화물창에 선적된 황산에 대해 6월 태풍

연료유창과 화물창에 이송용 파이프를 설치하여 프라

시즌 이전에 성공적인 제거작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필

모펌프로 연료유와 황산을 신속히 제거할 수 있도록 업

요한 장비와 경험있는 전문작업인력을 긴급히 수배하는

무를 분할하였다. 그리고 중국의 작업자들은 동원된 중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었다.

국선박에 대한 감독과 유류오염 예방작업 그리고, 한

또한 시간적인 제약하에서 광대한 중국 장비시장에서

국의 다이버들의 수중작업보조와 필요한 물품조달업무

작업에 필요한 개개의 특수한 장비를 수배하기도 쉽지

등을 하도록 하였다. 계획에 따른 지연없는 효율적인

않고, 각각의 장비에 대한 성능 또한 확신할 수 없는 상

작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한 결과 해사국이 제시한 날짜

태였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한국

보다 2일이나 앞선 5월18일에 연료유와 황산제거작업

에서 필요한 필수장비를 작업선박에 선적하고 중국으로

을 성공리에 마치게 되었다.

이동하여 신속히 작업에 임하는 것이 유일한 최선의 방
법이라고 해사국을 설득하자, 해사국에서는 이례적으

3.5 해사국의 선박제거작업의 승인

로 한국의 작업선단(총 3척)과 한국의 전문다이버 30명

원래 해사국에서 선주측과 해운조합에 승인한 작업은

이 동원될 수 있도록 허가·협조하였다. 참고로 중국의

연료유와 황산제거작업까지였고, 선박의 제거작업은

수역에서 외국국적의 구조선단이 중국수역에 입항하여

광조우 구조국에서 진행하는 조건으로 작업을 하기로

구조나 제거작업을 진행한 경우는 본 건이 처음이었다.

하였다.

이러한 진행 및 허가는 향후에도 상황에 따라 한국의 구

연료유와 황산에 대한 제거작업을 성공리에 마치자 해

조선박과 장비가 중국으로 동원될 수 있는 중요한 사례

사국에서는 구조국과의 미팅을 실시하였다.

를 남겼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당시에 구조국은 연료유와 황산의 제거작업에 참여하

지 않아 침몰선박의 상태를 잘 모른다는 이유로 회의 시

문제가 간단히 해결된 최근의 사례가 있었다.

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한데 비해 당사는 선박제거작

결국 보증(Guarantee)이라는 것 자체가 신뢰의 부재에

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함에 따라 해사국에서

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사건에서 초기에는 중국의

는 신속한 작업의 종료를 위하여 구조국 대신 선주와 선

민간구조업체와의 장기적인 신뢰를 토대로 해사국과의

주의 P&I 인 한국해운조합에서 선박의 잔해물 제거작업

접촉 수배는 물론이고, 해사국과의 협상시에 필요한 준

도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다.

비사항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상기와 같은 해사국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연료유와 위

물론 이러한 업무진행이 가능했던 이면에는 필자가 개인

험화물인 황산제거는 물론, 중국 구조국의 업무영역인

적으로 극동지역에서 3번째로 2007년에 영국의 Lloyd’
s

선박제거작업까지 진행하게 되었다.

Salvage Arbitration SCR (Special Casualty
Representative)1)list에 등록되어 현재까지 SCR로 실무를

하고 있다는 점도 많은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생각된다.

기 언급했듯이 중국수역은 한국선박의 입·출항은 물론

상기에 추가하여 해사국과의 보다 공고한 신뢰관계 형

이고 수역이 넓어 통과하는 한국선박도 대단히 많기 때

성을 위하여 해사국과 약속한 사항은 물론이고 부수적

문에 해난사고가 발생될 여지가 매우 많은 수역이다. 과

으로 언급된 사항조차도 정확한 이행을 위하여 최선을

거에도 본 사건과 유사한 사고발생시 해사국에서 외국

다함으로써 개인적인 신뢰는 물론이고, 한국해운조합과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장을 쉽게 인정하지 않았기 때

한국보험회사에 대한 신뢰구축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문에 중국의 재보험자로부터 보증장이 제공될 수 있도

제거작업을 진행하였다.

록 하기위한 과정에서 많은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소

본 사건을 계기로 필자는 중국의 남부해상을 담당하는

요되어 왔다.

광동 해사국과 좋은 관계를 맺었으며, 이러한 인적관계

본 사고에서도 한국해운조합의 담보제공과 관련하여 어

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연결될 필요가

려움이 있었으나 중국 해사국과의 계속된 접촉과 설명

있다라고 판단된다.

을 통하여 한국해운조합의 담보능력에 대해 충분히 인

만약 또 다른 해난사고가 발생한다면 기존에 구축된 신

지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신뢰관계가 형

뢰하에 보다 쉽게 해사국과 효과적인 업무진행이 가능

성되자 본 사건 이후에 발생된 다른 사고에서 한국해운

하리라 확신한다.

조합에 가입된 선박이라는 사실만으로 복잡한 담보제공

참고로 본 작업에 참여한 다리옌소재의 구조업체는 본 사

SCR이라는 말 한마디 만으로 업무능력에 대한 신뢰구
축에 도움이 되었다.

1)	SCR은 국제구조협약 14조(특별보상)를 현실화하기 위한 SCOPIC(Special Clause Of P&I Club Clause)에 따라 구조현장에서 구조자의 합리
적인 구조행위와 장비 및 인력 등의 적절한 사용 등을 확인하고, 타당한 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업무를 목적으로 영국로이즈 내의 Salvage
Arbitration내의 SCR 위원회, 즉 보험자, 선주, 구조회사 그리고 P&I Club을 대표하는 총 12명의 위원회에 의해 SCR이 선정되며 주로 세
계적인 Surveyor나 Salvage Master 출신으로 해난구조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선정하는데 중국에는 아직까지
SCR로 선정된 사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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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중국 해사국에서 필자가 영국 로이즈에 등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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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 사고처리경험에 따른 향후
의 대책

건을 계기로 중국 내에서 유명한 민간구조업체가 되었

우에는 실수를 용납하지 않고 장기적인 투자를 하지도

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중국 북방지역의 해사국과도 쉽

않은 채 단기간에 상당한 결과도출에만 집착하는 경향

게 접촉하여 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높다.

이 있다. 그러나 중국의 접근방식은 느리지만 꾸준히

아직 상하이지역을 중심으로 한 중국 중부해역의 해사

지속하는 측면이 있다. 즉 비록 진행과정 중에 실수가

국과의 관계는 장담할 수 없는 여건이지만 중국 남부수

있고, 목표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아도 꾸준히 진행하

역의 광동 해사국과 북부의 라오닝 해사국과의 관계가

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하나하나 확실히 수

좀더 공고히 된다면 상하이 해사국 관할해역에서의 사

정·보완한다. 단기적으로 보면 중국의 접근이 다소 느

고 역시도 불필요한 지연없이 보다 합리적인 해결이 가

리고 비효율적으로 보이지만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후

능할 것으로 본다.

에는 확연한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다.
그리고 한국인은 중국인에 비하여 역동적이고 보다 적극
적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중국 해사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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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의 협상 등에서 한국인은 신속한 결과를 도출하려는 경향

현재까지 중국해역에서 사고발생시 중국 해사국과 구

문에 그러한 협상에서 중국의 느긋함에 비하여 조급한 한

조국의 개입으로 인하여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

국방식의 접근이 보다 더 합리적으로 협상할 여지가 있음

었다는 문제 제기성 논평이나 기고 등은 있었으나 그러

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라고 판단된다.

한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해

물론 단기적으로는 선주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결방안을 제시한 사례는 사실상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자 조급하게 진행하는 경향이 있지만 선주의 경제적인 문

있다.

제가 긴박하게 심각하지 않다면 거시적으로 늦더라도 고

본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비록 중국 구조국(China

집할 것은 고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Salvage)만이 선박의 톤수에 관계없이 선박구조를 할

또한 중국 해사국과의 관계 및 신뢰의 구축을 위해서는

수 있도록 법적인 체제가 만들어져 있지만 중국 현지 민

계속적인 인적관계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모든

간구조업체와의 협력 등을 통하여 보다 더 합리적인 방

사건이 일회성으로 단절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다.

식으로 해난구조나 잔해물 제거작업에 대한 문제를 해

따라서 어떠한 사건으로 구축된 토대가 마치 해변의 모

결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

래성처럼 다시 없어지는 기존의 상황보다는 어렵게 구

이러한 협력체계를 토대로 하여 독점적인 중국 구조국과

축된 현재의 토대 위에서 우리나라 선주와 보험업계가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함으로써 자연스러운 경쟁체

보다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형

제로 전환시켜 합리적이고 신속한 자유구조시장이 형성

성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된다면 최소한도 한국 국적의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선박이 중국수역에서 사고발생시에 현재와 같은 불필요

본 사건을 통하여 필자가 얻은 또 하나의 교훈은 우리

한 시간소비와 합리적이지 못한 구조비용을 지불해야

나라와 중국의 차이점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한국의 경

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있고, 중국인은 급하지 않게 대처하는 성향이 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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