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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47가지 방법
40년 동안 의사로 일해 온 저자 곤도 마코토는 이 책에서“병원에 갈수록 불필요한 약이
나 과도한 의료행위로 수명이 단축되기 쉽다”
고 말하고 있다. 또한“의료도 비즈니스시
대이다. 환자를 상품으로만 취급하는 의료현실에서 병보다 무서운 과잉진료, 병원에 자
주 갈수록 빨리 죽는다, 의사는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는다”
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암
은 절제하지 않아야 낫는다, 항암제는 대부분의 암에 효과가 없다, 건강검진은 백해무
익하다”
고 주장해 일본의료계에서 이단아로 평가받기도 했으나 여전히 목소리를 낮추지
않고 있다.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도 양심있는 의사들이 갑상선암의 과잉진료와 지나친 전절제 수술
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어 단지 일본의 이야기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한 번쯤 들여
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곤도는 의사생활을 하며 20년간 150명의‘암방치환자’
를 지켜본 결과 수술하지 않고도
고통없이 짧게는 3년, 길게는 9년을 생존했다며“암은 치료하지 말고 방치해야 한다”
고
말하고 있다. 반면 수술과 항암제치료를 받으면 고통 가운데 1년도 안돼 목숨을 잃는 이
들이 많았다며 이는 암 때문이 아니라 수술로 인해 약해진 몸이 항암제의 맹독에 견디지
못했기 때문이라며‘암검진이 긁어 부스럼이 되는 이유’
를 다음 네 가지로 정의하고 있다.
첫째, 암의 정의 및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
둘째, CT검사, PET검사가 암을 유발할 수 있다.
셋째,‘진짜 암’
이라면 이미 전이된 상태이다.
넷째, 정밀검사를 받을수록 유사암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므로 암검진과 수술을 함부로 받지 말라고 조언하고 있다. 정밀하게 검사를 받을수
록, 최신 첨단기기를 사용할수록 암은 더 잘 발견하지만 대부분은 암이 아니라‘암과 비
슷한 것’
으로써 그것의 치료를 위해 수술을 하는 것은 오히려 몸을 고통스럽게 할 뿐이
라고 주장한다. 의사들이 예방주사와 약을 권하는 이유 또한 효과보다는 병원의 수익적
측면으로 서술하고 있다. 감기, 두통, 고혈압, 고지혈증, 부정맥, 암 등은 의사에게 치
료를 받는다고 해도 90%는 낫거나 회복이 빨라지지 않으며 독감백신이나 리렌자같은
치료약이 실제로 예방이나 치료했다는 의학적 증거보다는 겨우‘효과가 기대된다’
는수
준이라고 말한다. 특히 혈압과 콜레스테롤의 기준치를 아주 조금 낮추는 것만으로도 제
약회사의 매출이 6배로 증가한 사례를 들며 병의 기준치를 정하는 기준작성위원의 다수
가 제약회사로부터 거액의 기부금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이 책은 제목에서 언급한‘살해’
라는 단어가 섬뜩한 느낌을 주는 것과는 달리 적절한 의
료행위가 건강을 치키는 지름길임을 말하는‘건강에세이’
로 일본 의학계와 출판계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2013년 밀리언셀러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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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재난 발생증가에 따른
방재관리계획의 중요성

1. 머리말

표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전 지구적 기후환경변화로 대형재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자연재난 가뭄,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그밖에 이
에 준하는 자연 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

난 발생증가에 따른 원인 및 피해저감을 위한 다양한 연
구와 논의가 뜨겁게 이루어지고 있다. 대규모 재난발생
에 의한 피해와 손실은 한 나라의 경제와 사회적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태풍 및 홍수 등에 의한 대규모 자
연재난과 산불, 붕괴, 폭발 등에 의한 인적 및 사회적 재
난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금년에는
지난 2월17일 폭설에 의해 발생한 경주 마우나리조트

구 분

종

류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
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 통신, 교통, 금
사회재난 융, 의료, 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감염병
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
으로 인한 피해

표 2.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특징
사회적 재난

내 강당천정붕괴, 4월16일 발생된 세월호 침몰 사고 등

발생과정

돌발적

돌발적

유난히 인명피해가 극심한 대형재난이 발생하여 온 국

충격정도

강력

강력

피해의
가시성

보통 가시성으로 환경
의 손상 초래

가시적으로 피해가 나타
나지 않는 경우 존재

예측
가능성

어느 정도 예측가능
어느 정도 경고가능

대부분 예측이 불가능

통제에
대한 인식

통제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

통제 가능한 것으로 인식

영향의 범위

대부분 넓은 지역에
영향

넓은 지역 또는 국한된
지역에 영향

영향의
지속성

비교적 단기간 지속

단기간 또는 장기적 지속

민들을 슬픔과 실의에 빠지게 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대형재난의 이해를 위한 재난의 종류, 재난
발생원인 등에 관해 살펴보고 국외 재난관리사례를 통
해 국내 재난관리시스템의 개선방향과 방재관리의 중요
성에 관해 언급해 보고자 한다.

2. 대형재난의 이해
1. 재난의 개념 및 특징

만 사회재난은 인위적이고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피해
가 발생한다.

재난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서 국민의 생명·신
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자

2. 대형재난의 발생추이

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분류된다고 정의하고 있고 그

최근 대형재난의 발생특징은 자연적 재난과 사회적 재난

종류는 표1.과 같다.

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복합재난’
으로 인식된다는

대형재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것이다. 태풍, 홍수, 가뭄, 지진, 산사태 등 자연적 재난

특징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특징을 간단히

과 화재, 붕괴, 테러, 교통사고, 환경오염 등 사회적 재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은 발생원

난(인적재난 포함)이 합쳐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

인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 자연재난은 자연적인 현

문이다. 따라서 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방재관리 측면의

상이 원인으로 작용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계획수립과 대응방안수립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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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적 재난

Risk & Insurance

특성

표 3. 국내에서 발생한 대표적 대형재난

Focus
초점

발생년도

재난사고명

발

생

개

요

1993년

서해훼리호 침몰

서해훼리호 침몰사고는 1993년 10월10일 위도 앞바다에서 심한 풍파로 인하여
전복·침몰하여 승선원 중 292명이 사망한 대형 해난사고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는 1995년 서울 서초동 삼풍백화점에서 총체적인 부실시공으로
인해 사망자 502명, 부상자 938명을 발생시킨 대형사고

1997년

KAL기 괌
추락사고

1997년 8월6일 미국령 괌 아가나공항 인근에서 대한항공기가 착륙을 위해 접근 중
추락한 사고로 총 254명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대형사고

2002년

태풍 루사

태풍 루사는 강릉지역에 우리나라 강우관측사상 일일 최대강우량을 기록하며 사상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는 재해를 유발한 초대형 태풍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대구지하철 화재사고는 2003년 2월 대구시 중구 중앙로역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사망자 192명, 부상자 148명을 발생시킨 대형화재사고

2003년

태풍 매미

2002년 루사에 이어 2003년 우리나라에 상륙한 제14호 태풍 매미(MEAMI)는 남해안
일대와 강원 및 경상도 지역에 큰 피해를 발생시킨 태풍

2004년

중부지방 폭설

2004년 중부지방 폭설은 100년 기상관측 이래 최대의 폭설로 당시 서울시내 모든
도로가 사실상 전면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졌던 기록적인 재난

2005년

강원도 양양 산불

2005년 4월4일 08:00 강원도 양양군 파일리 야산(군도 1호선변)에서 입산자 실화로
추정되는 산불이 발생. 낙산사 동종 소실 등 230억 피해발생

2006년

집중호우

2006년 7월은 태풍 에위니아와 빌리스의 영향으로 강한 바람과 함께 국지성
집중호우가 내려 전국 16개 시도에 큰 피해를 남김

2007년

태안 기름유출

태안군 만리포 북서방 6마일상에서 예인선 부선과 유조선 충돌로 인한 원유 유출사고

2008년

숭례문 화재

2008년 2월10일(일) 20시50분경 숭례문 2층 누각에 침입해서 준비한 시너를 흘려
1회용 가스라이터를 이용해 방화 후 도주한 화재사건

2009년

의정부 경전철
공사현장 붕괴

교량상부 슬래브 구조물을 조립하는 기계인 런칭거더 (L=80~90m)를 익일작업을
위해 다음교각으로 이동중 추락한 사고

2010년

태풍 곤파스

8월29일 21시에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약 880km 부근 해상에서 발생하여 수도권에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이 불어 피해가 속출

2011년

7월 집중호우

2011년 7월26~28일 대기불안정으로 중부와 경남 남해안 해안에 집중호우에 의한
피해발생. 서울 우면산, 춘천 마적산에 산사태와 토석류 피해발생

2014년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2014년 2월 리조트에서 운영중인 체육관붕괴로 10명이 사망한 사고

2014년

세월호 침몰

2014년 4월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황해상에서 인천발 제주행 국내선
여객선에서 발생한 대형침몰사고

3.	재난발생시 피해손실 최소화를
위한 방재관리의 필요성

시설, 생활 활동 등 인간사회와 관계하는 사회소인으로

1. 재난발생 연쇄과정

이러한 재난의 발생과정을 간단히 나타내면 호우, 지진

재난을 가져오는 자연현상은 일반적으로 그 발생에 있

등의 재난유인이 발생하여 (1차적 자연력의 발생), 지형,

어서 큰 불확정성을 가지고 있으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지반 등 의 자연소인이 작용하여 홍수, 산사태, 토석류,

있으나 발생빈도는 비교적 희박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지진해일 등의 2차적인 재난현상이 일어나(재난현상의

있다.

발생), 이러한 현상이 인간사회에 대하여 직접적 가해력

자연재난은 유인誘因이 소인 素因에 작용하는 것에 의해

이 되어 인적·물적피해가 발생하며(파괴피해의 발생), 1

발생한다. 유인이라는 것은 재난을 불러오는 자연력을

차적 파괴피해가 파급·확대되어 여러 가지 사회적, 경

말하는 것이며, 주요한 것으로서는 호우大雨, 강풍, 지

제적 영향이 발생(재난의 파급, 2차적 재난의 발생)한다는

진, 화산분화, 기후이변 등이 있다. 소인은 지형, 지반

사상연쇄事象連鎖의 관계에 의해 나타낼 수 있다. 강풍과

조건 등 지구표면의 성질에 관계하는 자연소인과 인구,

같은 유인이 직접적으로 사회소인에 작용하여 피해를 불

자연력의 작용

호우

지형

강풍

지반

지진

해수

요인

자연소인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소인의 조합과 상호작용의 상태에
따라 여러 가지 재난이 발생하여 피해를 가져온다.

가해력의 작용

홍수, 해일, 산사태,
토석류, 지반진동,
지진해일, 설해
재난현상의 발생

피해의발생

인간
재산
시설

사회소인

그림 3. 자연재난의 발생과정

1
차
적
피
해

재난의 파급

사회
경제
시스템

사회소인

2
차
적
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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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2011년 발생한 서울 우면산 산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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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

러일으키는 것도 있으나 많은 경우 유인과 자연소인과의

만 이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따

상호관계에 의해 발생하는 재난현상이 사회소인에 더해

라서 방재관리측면에서 재난을 관리하는 방법은 예방사

져서 직접적 가해력이 된다. 따라서 주로 자연소인에 근

업, 재난위험성 저감 등을 통해 재난취약성을 감소시키

거한 위험성 평가의 가능성 및 필요성이 생기게 된다.

는 것이다. 재난취약성을 관리할 수 있는 지역 혹은 부
문별로 방재관리역량을 강화할 수 만 있다면 또는 보험

2. 방재관리의 필요성

등을 통해 위험이 일정부분 이전된다면 취약성의 감소

재난을 사전에 막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재난이 발생

가 가능하다. 또한 제도적인 뒷받침과 관련분야의 지속

하면 재난발생 연쇄과정에 의해 재난이 진행되며 피해

적인 연구 및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모두 관리할 수 있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피해손실을 최소화하기

는 방재관리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위해서는 재난을 발생시키는 기본원인을 제거해주면 되
지만 이 또한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어 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다고 가정한다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재관리적 측면에서 어떤 조
치를 할 수 있을까를 단계별로 생각해보자. 먼저 가장

4.	국내외 사례를 통한 재난관리
시스템의 개선방향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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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방법은 ① 호우가 내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자연

1. 미국의 재난관리시스템

력의 제어). 그러나 이는 불가능하다. ② 내려도 하상에

미국은 1979년 연방재난관리청 (Federal Emegency

집중하여 수위가 올라가지 않도록 한다(2차현상의 제어,

Assistance Act; FEMA)을 설립하여 지방정부차원에서

완화), ③ 수위가 상승해도 범람하지 않도록 한다(가해작

대응하기 힘든 국가적 재난이 발생하면 역할을 수행한

용의 저지), ④ 범람이 생겨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다. FEMA는 국가차원의 컨트롤타워를 맡으면서 주정부

다(피해발생의 저지), ⑤ 1차적 피해가 발생하여도 확대를

의 재난관리청을 지휘하고 있으며 재난관리청은 자치주

억제해 영향을 최소한으로 한다(피해의 파급확대의 저지),

의 재난관리팀을 지휘한다. 특이할 점은 FEMA 내부에

라는 방재관리수단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갈등해결 전담부서(ADR Division)가 설치되어 있어 전

위 단계중 ②~③ 단계는 구조적인 대책으로 표현될 수

문가들이 재난발생시 기관간 갈등에 대처하고 민원해결

있으며 ④는 범람이 되어도 피해의 발생을 방지 또는 경

등을 담당한다. 재난관리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실

감시키는 것으로서 홍수에 견딜 수 있는 건축이나 토지

질적 컨트롤타워인 FEMA의 설립목적은 다음과 같다.

이용규제 등에 의해 저항성을 높여두는 것과 경보·피난
의 태세나 수방활동 등에 의해 피해를 막는 방법 등이 있
다. ⑤는 2차적 피해의 발생이나 영향의 파급확대를 막
는 것으로서 구출·구호, 자금·물자의 원조, 복구활동,

첫째,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자원봉사기관,
사기업체 등과 재난관리협력 강화
둘째,	모든 재난에 대비하고 종합적인 국가재난관리
체계의 구축

보험, 공제제도 등이 있다.

셋째,	복구가 아닌 사전대비를 국가재난관리체계의
근간으로 함

미래에 발생 가능한 대형재난을 방어하기 위한 최적의

넷째,

방법은 재난을 발생시키는 발생력을 제거하는 것이지

다섯째,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재난관리능력 강화

빠르고 효과적인 대응, 복구체계구축

FIA
연방보험관리청

NFCPA
전국 화재예방
통제청

NWSCPP
전국기상정보
지역대응계획

FEMA
연방재난관리청

원칙

IEMS
통합재난관리체제
조정
소통

FDAA
연방재난지원청

민간·정부 재해대응조정 책임

1979년

28개 연방정부기구

FPA
연방재난대응국

원칙

MACs
다중기관조정체제
조정

적십자 등
민간구호기관

주정부 또는
자치기구

소통

포괄적 조정

NRP
국가대응계획

2003년

DHS
국토안보부

자료 : 연방재난관리청 (FEMA), 연합뉴스

그림 4. 미국의 재난관리대응시스템

이처럼 FEMA는 정부기관은 물론 적십자 등 민간기구까

중앙정부

지 총괄하는 재난·재해담당 독립기관으로 모든 사고수습

(총리)
중앙방재회의

한 대응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통합재난관리를 돕는다.

방재기본계획 작성
평상시

2. 일본의 재난관리시스템
일본은 지형적·지리적으로 자연재난의 발생빈도가 높
은 나라로 매년 발생하는 태풍과 지진 등 각종 재난을 극
복하며 기술개발과 제도정비를 수행하였다. 일본은 재
난이 발생하게 되면 모든 재난정보에 대한 창구를 단일
화하여 중앙정부의 정보력을 높여 재난대응의 신속성을

비상시

지방행정기관
지정공공기관

방재기본계획 작성
비상재해대책본부
자료 : 경기개발연구원

그림 5. 일본의 재난관리시스템

극대화시키고 있다. 또한 총리를 의장으로 하는‘중앙방
재회의’
를 설치·운영하며 재난대책을 조정·결정하고

3. 한국의 재난관리시스템

방재계획을 작성하고 추진한다. 일본의 재난내응에 주

우리나라의 경우 반복되는 태풍, 홍수 및 산사태, 토석

목되는 것은 방재교육이다. 각급 학교에서 과목 또는 특

류 등 풍수해와 각종 붕괴·폭발사고 발생빈도가 증가하

별활동의 일환으로 방재교육을 실시하고 실제 대피훈련

자 2004년 소방방재청이 개청되며 본격적인 재난관리

을 실시하고 있다.

조직이 구축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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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와 지원체계구성을 마련해 재해상황에 따라 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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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MS
국가사고관리체제

관리를 위한 조직이 분산되어 있고 재난발생시 재난정

을 저감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보에 대한 창구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은 문제점을 가지
고 있다. 또한 2013년에 자연재난은 소방방재청에서 담
당하고, 사회재난(안전재난 포함)은 안전행정부에서 담당
하도록 법령을 개정해 현재 일원화된 관리가 어려운 실
정이다.

5. 맺음말
대형재난은 지구환경변화로 인해 과거에 비해 점차 그
발생빈도와 파괴력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단순하게 자

Focus
초점

4. 재난관리시스템의 개선방향

연재난, 사회재난으로 구분해서는 대응할 수 없도록 다

미국은 지난 1979년 FEMA가 설립된 이후 35년이 지난

양화되고 복합적이며 극한재난의 형태로 발생되고 있어

지금 다양한 대형재난을 경험하며 재난관리체계가 정비

재난에 대처하기 위한 방재관리측면에서의 대책수립이

되어 왔으며 그 기능은 더욱더 강화되고 일원화되었으

필요하다. 시간경과에 따라 사전(평상시)의 준비대책, 직

며, 일본의 경우도 중앙방재회의에서 재난의 기본대책

전 및 발생시의 긴급대책, 사후처리대책으로 분류하여

수립 등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재난시스템을 운

언제 일어나도 안전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고, 선

영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방재교육을 통한 인명피해의

진국의 재난관리 사례처럼 재난발생시 신속한 현장대응

최소화 노력을 하고 있다.

및 관리를 위한 통합적 재난관리체계의 일원화가 필요

미국과 일본의 사례에서와 같이 재난을 관리하기 위한

하다.

시스템은 대형재난을 겪으며 대비책과 대응책 등이 학

또한 재난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방재분야 전문

습되고 장·단기계획에 의해 지속적으로 수정되고 보완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정부는 방재안전직렬 공무원의

되어져야 하며 그 기능이 작동되어야 한다. 또한 재난에

채용규모 확대와 교육기관(대학, 대학원)을 통한 방재분

미리 대비하고 재난의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장·단기계획을 수립하고 다양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구축을 통해 2차적인 피해발생

한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심재현 (2014). 미국과 일본의 사례로 본 재난관리체계 개선방향. 국회보 6월호. 62-65.
전계원 (2008). 자연재해란 무엇인가?. 협신사.
정태성 (2014). 재난위험도관리를 지원하는 피해손실평가기술. 한국방재학회지. 14 (3). 84-89.
한국방재학회 (2014). 새로운 재난안전관리시스템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2014 재난안전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Special

정 윤 섭 팀장
LIG엔설팅

잉곳/웨이퍼 제조공정의 이해 및
위험요소 (2/2)

Bell-jar reactor
Si rod

Silicon(Slim)
rod

CRUSHING
Solar-grade Si
(SoG-Si)

CRUSHING

HF/HNO3
ETCHING

Prine poly-Si

Exhaust Gas

(EG-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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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폴리실리콘 제조공정

지난 호에서 필자는 반도체 및 태양광산업에 있어 기초

웨이퍼는 잉곳을 균일한 두께로 절단하여 가공한 둥글

Special

원료가 되는 폴리실리콘 제조공정의 이해 및 위험요소

거나 사각의 얇은 형태를 가진 박판으로 원재료로는 게

에 대해 알아 보았다. 금번 호에서는 폴리실리콘을 이용

르마늄 (Ge), 갈륨비소 (GaAs) 등도 사용되나 상업적으

특집

한 잉곳 및 웨이퍼 제조공정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로는 실리콘 웨이퍼가 가장 널리 쓰이고 있다. 실리콘
은 고품질의 산화물 절연막을 쉽게 형성시킬 수 있고 지
구상에서 두 번째로 풍부한 원소로 저렴하게 제조가 가

1. 잉곳/웨이퍼의 개요

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웨이퍼는 직경 100mm,

잉곳은 Chunk 및 분말 상태의 폴리실리콘을 화학적 처

공정에 따라 폴리시드 (Polished) 웨이퍼, 에피택시얼

리를 통해 원통(또는 사각형) 모양으로 만든 실리콘 덩어

(Epitaxial) 웨이퍼, SOI(Silicon on insulator) 웨이퍼 등

리로 용도에 따라 크게 반도체용과 태양전지용으로 구

으로 구분한다.

200mm, 300mm 제품이 주로 생산되고 있으며 추가

분하며 제조공정에 따라 단결정 잉곳과 다결정 잉곳으
로 구분한다.
폴리실리콘 라드와 실리콘 단결정 잉곳에 대한 독자들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첨부한 그림 1.은 폴리실리콘 제조
공정에서 주로 사용되는 지멘스 벨자 반응기에서 생산된
폴리실리콘 제조공정에 대한 개념도면이며 그림 2.는 폴
리실리콘 Chunk 및 분말을 원료로 단결정 성장로에서
성장시킨 실리콘 잉곳을 보여주는 사진이다.

그림 2. 단결정 실리콘 잉곳 모양–생산직후 모습

Float -Zone (FZ)

Czochralski (CZ)
Seed crystal holder

Holder

Seed crystal

Poly crystal
Induction
coil

Direction solidification

Silicon
melting
Zone

Heater
Growing crystal

Monocrystal
Liquid/ Solid interface
Neck
Seed crystal
Seed crystal holder

Crucible support mechanism

그림 3. 실리콘 잉곳 제조방법

DS법 외에 Cast법, EMC(Electro-Magnetic Casting)

실리콘 웨이퍼는 폴리실리콘을 단결정 또는 다결정 상

그 중에서도 상업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DS법에 의

태의 잉곳(Ingot, 실리콘 덩어리)으로 만든 후 균일한 두

한 웨이퍼 제조공정은 폴리실리콘 용해, 용액응고, 잉곳

께로 절단하여 제조한다. 다결정 웨이퍼 공정은 별도의

제조 및 웨이퍼 생산으로 나눌 수 있으며 폴리실리콘을

정제과정 없이 폴리실리콘을 그대로 활용하여 태양전지

주형에 넣고 고온으로 용해한 후 실리콘 용액을 온도조

용으로만 이용한다. 단결정 웨이퍼 공정은 고순도, 고효

절을 통해 밑부분부터 응고하여 다결정 잉곳을 얻고 절

율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 정제과정이 필요하며 비용이

단과 세정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웨이퍼를 생산

다소 높게 든다. 현재 상업적으로 가능한 실리콘 잉곳

한다. 그림 4.는 다결정 잉곳을 이용한 태양전지 제조부

제조장치를 나열하면 그림 3.과 같으며 세부적인 제조

터 모듈 및 시스템설치 등 전체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공정 및 장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집적회로나 보통의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등의 회로소

다결정 실리콘 잉곳 제조공정은“일방향성 응고 (DS :

자를 만드는 반도체결정으로는 크고 질적으로 양호한

Directional Solidification)”
를 기본원리로 하는“브릿지

결정을 만드는데에 적합한 초크랄스키법 (Czochralski

만 (Bridgman)기술”
이 주축이며 세부적인 방법에 따라

method)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이용된다. 한편 전력용

법 등으로 구분된다.

표 1. 다결정 실리콘 잉곳 제조공정의 제조방법
제조방법
DS법

설

명

하나의 도가니에서 용융과 방향성 응고가 차례대로 이루어지는 방법. 중저 규모의 생산용량에
적합하며 가장 널리 이용

Cast법

하나의 큰 도가니에서 용융한 후 별개의 도가니에 부어 응고시키는 방법. 대규모 용량에 적합

EMC법

유도가열 방식에 의해 설계된 금속도가니를 사용하여 용융된 실리콘이 도가니 벽과 접촉치 않
도록 고안된 기술로서 반연속적으로 응고된 실리콘 잉곳을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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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잉곳/웨이퍼 제조공정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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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lting silicon
Crucible
Heater
Insulation
Crucible support mechanism

Crucible
Molten silicon
Liquid/Solid
interface
Columnar
crystalised
silicon

다결정 슬라이드

실리콘 응괴

태양전지

실리콘 웨이퍼

다결정 태양전지

어레이패널

모듈

태양광주택

그림 4. 다결정 실리콘 잉곳/웨이퍼/태양전지 제조공정 전체–DS공법

Special
특집

인 트랜지스터, 정류기, 사이리스터 (Thyristor;실리콘

폴리싱, 세정 및 검사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가장 널리

제어정류기) 등 고내압을 필요로 하는 소자로는 고순도,

이용되고 있다. 단결정 성장은 잉곳생산에 필요한 원부

고비저항의 단결정을 만드는 데에 적합한 플로팅존법

자재(폴리실리콘, Dopant 등)를 Grower에 넣고 높은 온

(Floating zone method)에 의해 만들어지는 결정이 쓰

도에서 녹인 다음 단결정봉(Ingot)으로 성장시키는 공정

인다. 플로팅존법은 높은 전도성과 고순도의 결정을 만

을 말한다. Slicing은 잉곳을 균일한 두께로 절단하는

들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고비용의 단점이 있다.

과정으로 예전에는 다이아몬드 절단기를 사용하여 손실

초크랄스키법에 의한 제조공정은 단결정 성장, Slicing,

률이 50%에 이르렀으나 현재는 Wire Saw를 활용하여

Growing
단결정 Ingot 성장

Squaring

Chamfer & Surface grinding

사각블럭화

Ingot의 모서리 및 표면연마

Crop Saw

Grower

Wire sawing

Pre-cleaning

Ingot 슬라이딩

Wire Saw

Cropping
Top과 Tail 절단

1차세정

Wafer cleaning system

Squaring saw

Separation

Grinder

Final cleaning

기판분리

2차세정

Separation

Final cleaning

Cropping
Ingot의 절단

Crop Saw

Sorting
품질검사 및 분류

Packing
포장

Inspection & Sport system

그림 5. 단결정 실리콘 잉곳/웨이퍼 제조공정 전체–Cz공법

표 2. 단결정 실리콘과 다결정 실리콘의 장단점 비교
구

분

단결정 실리콘

다결정 실리콘

순도

높다

낮다

결정 결함밀도

낮다

비교적 낮다

효율

높다

비교적 낮다

효율 도달한계치

35%

19%

제조방법

초크랄스키법, 플로팅존법

캐스트법, 리본법

원가

고가

상용화 가능한 낮은 비용

특징

변환효율은 높으나 제조온도가 높아
전력소모가 많음

제조공정 간단, 비용저렴
단결정 실리콘의 입자가 여러 개 모인 것임

대해 일반적인 사항을 다루었다. 이제부터는 국내 및 해

리, 폴리싱은 절단과정에서 생기는 결함을 제거하고 웨

외의 잉곳/웨이퍼 장비산업의 동향과 실제공정에서 이

이퍼 표면을 평탄하게 하는 과정으로써 웨이퍼의 표면

루어지는 기계장치에 대한 설계 및 운전을 통해 공정상

정밀도를 높여주는 과정이다. 세정 및 검사는 웨이퍼 표

의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미

면에 있는 오염물질을 깨끗이 세정한 후 파티클 및 금속

리 예방 및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성 불순물검사 등을 통해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을

1. 잉곳/웨이퍼 장비산업 동향

다결정 실리콘 웨이퍼는 단결정 실리콘 웨이퍼에 비해

우선 다결정 잉곳을 제조하는 설비인 DS 장치는 현재 6

순도 및 효율은 낮으나 원료수급이 용이하고 제조공정

세대 장비가 대세를 이루고 있으며 156mm 웨이퍼 기준

과 제조원가면에서 유리해 태양전지 시장의 약 60%를

하여 6X6 조각(36)을 생산할 수 있는 장치로 대형화가

차지하고 있다. 효율이 높은 단결정 태양전지는 원재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잉곳의 무게로 환산하면 과

비가 비싼 대신 설치면적이 작아도 되고 모듈면적도 줄

거 약 400kg을 생산하던 용량에 비해 약 800kg을 한 번

일 수 있어 모듈제조단가, 설치비, 땅값 등을 절감할 수

의 공정으로 생산할 수 있다. 중국의 장비업체인 JYT는

있는 여지가 있다. 표 2.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7세대를 개발하여 시장에 출시하였으며 156mm 웨이퍼

(KISTI)에서 단결정 실리콘과 다결정 실리콘의 장단점을

기준하여 7x7 조각 (49)을 한 번의 공정으로 생산할 수

정리한 비교표이다.

있다. 잉곳무게로 환산하면 약 1200kg이며 잉곳제조원
가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있는 실정이다. 그림 6.은 JYT
7세대 장비에서 생산하여 내부핫존을 해체한 사진으로

3. 잉곳/웨이퍼 장비산업 동향과
제조공정의 위험요소

그라파이트 지지대와 잉곳의 순도를 유지하기 위한 고순

지금까지는 잉곳/웨이퍼 제조공정의 이해를 돕기 위하

부분의 Multi Grower는 약 400kg 정도의 잉곳을 제조

여 산업에서 현재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제조방법에

하는 설비가 주로 설치되어 있으며 일부 국산화가 이루

도 석영도가니, 그리고 도가니내부에 결정화된 다결정
실리콘 잉곳을 보여주는 실제모습이다. 국내의 경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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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려내는 공정이다.

Risk & Insurance

손실률을 30% 수준까지 낮추고 있다. 래핑, 에칭, 열처

▲	Getting

bigger : As last year, the DS fumace equipment makers are quickly moving to large ingot
formats. JYT is the first to offer DS furnaces (left) for producing Gen 7 ingots weighing 1,200kg (right).

그림 6. 다결정 실리콘 잉곳모양–중국 JYT 7세대 생산직후 모습

Special
특집

어져 있고 연구소를 통해 대형화를 위한 기술개발이 활

위한 장비 및 제조기술들이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다. 지

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금까지는 일부 단결정 잉곳 제조회사를 제외하면 대부

다음으로 단결정 잉곳을 제조하는 초크랄스키 제조장

분 초크랄스키 장비내부에 석영도가니를 장착하고 폴리

비는 8인치 잉곳기준으로 약 1.5에서 2.0m를 생산하

실리콘을 투입한 후 잉곳을 한 개만 생산하고 장비내부

는 장비가 대세를 이루고 있으며 초기충진량을 늘려 잉

를 냉각시킨 후 Hot Zone을 해체하여 석영도가니를 버

곳의 직경을 8인치에서 12인치로 늘리고, 잉곳의 높이

리게 되어 제조원단위에 큰 영향을 주어왔다. 그러나 최

를 2.0m 이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하여 시

근에는 장비내부에 폴리실리콘을 추가로 투입할 수 있는

장에 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단결정 잉곳제조에

공급장치를 개발하여 한 개의 잉곳을 생산한 후 장비를

있어서 원가비중이 높은 석영도가니를 여러 번 활용하기

냉각시키지 않고 폴리실리콘 원료를 추가투입 및 용융시

◀	Getting recharged : PVA

TePal has developed a
new solution called multi
pulling, with the crucible
being recharged using
a feeder called MRS for
multiple usage of the
crucible to reduce costs.

그림 7. 단결정 실리콘 잉곳 제조장비–독일 PVA TePla

◀	Height unknown : Yongtai

Electric Says that its CF 1050
CZ puller converts 150kg of
feedstock into a monocrystalline
ingot measuring 305mm
diameter.
	The company, however, failed
to specify the height of the
final product. The company did
say. however, that the model is
available for a lower price.

비에 대해 알아보면 단위 웨이퍼 혹은 셀당 실리콘사용

개념의 장비 및 제조기술이 도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을 줄이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수행하여 왔다.

그림 7. 왼쪽 그림은 독일의 PVA TePla에서 개발하여 판

현재 대부분의 웨이퍼는 200µm를 사용하고 있으나

매하고 있는 Mobile Recharging System(MRS)을 갖춘

160µm 웨이퍼 제조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100µm 웨

장비사진이고, 오른쪽 사진은 중국의 Yongtai Electric에

이퍼를 생산하기 위한 장비개발에 전념하고 있다. 줄톱

서 개발한 12인치(305mm) 잉곳을 생산할 수 있는 장비

(Wire saw)을 이용하여 잉곳을 자르는 과정에서 톱밥형

사진으로 폴리실리콘을 150kg까지 충진할 수 있다.

태로 상당한 양의 실리콘 낭비(Kerf loss라 함)가 발생하

그 외에도 폴리실리콘 원료를 내부도가니에 연속적으로

는데 최근 줄톱의 성능을 크게 개선하였으며 레이저를

투입하면서 단결정 잉곳을 여러 차례에 걸쳐 제조할 수

이용해서 자르는 기술도 연구되고 있다. 일부 독일 및

있는 CCz(Continuous Cz)장비 및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미국업체에서는 실리콘용액으로부터 잉곳을 제조하는

업체도 있으나 태양광시장의 침체로 개발자체는 주춤하

과정없이 곧바로 웨이퍼를 제조하는 공법을 개발하여

고 있지만 시장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재개하기 위한 준비

상업화를 추진 중에 있기도 하다. 아래 사진은 웨이퍼를

를 진행 중에 있으며 국내에서도 국책과제를 통해 장비를

제조하기 위한 유럽회사의 장비이다.

국산화하기 위한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상으로 잉곳/웨이퍼를 생산하는 장비에 대해 알아보

마지막으로 DS장비를 통해 생산된 다결정 사각잉곳과

았으며 다음으로는 이러한 장비에 대한 지식과 경험, 그

Cz장비를 통해 생산된 단결정 원형잉곳을 반도체 및 태

리고 장비가 사용되는 현장에서의 운전조건을 통해 장

양전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절단장비인 Wafering 장

비에 대한 위험요소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유럽 H-사 Shaping systems SA

Upper table
Slurry Manifolds
Wire
Lower table
Ingots

설비 국산화전문, 설비도입 후 웨이퍼 생산
그림 8. 실리콘 웨이퍼 제조장비–유럽회사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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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icon solar cell waf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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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 두 번째, 세 번째 잉곳을 생산할 수 있는 Multi Pulling

2. 잉곳/웨이퍼 제조공정의 위험요소

곤가스를 지속적으로 흘려주면서 내부 석영도가니에서

DS장비의 운전상황을 서술하면 용융점이 약 1420℃

발생되는 실리콘 모녹사이드 (SiO), 그라파이트 지지대

인 고상의 폴리실리콘을 SiO2 재질의 도가니에 채워 최

및 그라파이트 재질의 Heater로부터 나오는 카본모녹사

대온도 1500℃까지 약 70~80시간 동안 상부와 측면

이드 (CO), 그리고 카본다이옥사이드 (CO2) 등을 제거하

에 설치된 그라파이트 재질의 Heater에 전기를 공급하

여 준다.

여 원료를 용융하여 고체상태의 다결정 잉곳을 생산하는

마찬가지로 Cz장비의 운전상황도 DS장비의 운전상황

방식으로 냉각수공급을 통해 기계과열을 방지하고 있으

과 비슷하며 단결정이라는 잉곳이 제조될 수 있는 주변

며 냉각수의 공급온도는 여름철 기준으로 약 32℃, 회수

환경조건을 만들어주기 위해 장비내부 Hot Zone에 대

온도는 약 38℃이며 장비하부의 경우는 다소 높은 60~

한 설계가 다소 복잡하고 운전단계 및 조건도 매우 민감

70℃로 관리가 되고 있다.

하게 이루어지는 고난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공정이다.

공정순서를 보면 우선 ① 장비내부 Hot Zone 조립 ② 폴

그림 9.는 초크랄스키(Cz) 장비의 내부 Hot Zone에 대

리실리콘을 석영도가니에 충진 ③ Heating-up을 위한

한 개념도이다.

전원 공급 ④ 충진된 폴리실리콘을 용융 ⑤ 결정화를 위

이 Hot Zone 개념도에서 보듯이 1420℃의 실리콘 멜트

한 Seeding ⑥ 결정화 ⑦ Annealing ⑧ Cooling 단계

가 담겨진 석영도가니를 그라파이트 서포트가 지지하고,

Special

를 거쳐 잉곳을 생산하고 충분히 내부를 식힌 후에 장비

주변에는 전기를 이용한 그라파이트 히터가 멜트를 유지

를 열어 Hot Zone을 해체하는 순서로 생산공정은 이루

해주기 위한 열원을 공급토록 되어있다. 실리콘멜트 표

특집

어지고 있다. 생산공정 중 내부는 진공상태로 운전되며

면위를 상부에서 내려오는 알곤가스가 실리콘 단결정이

실리콘 잉곳의 순도를 유지하기 위해 불활성 가스인 알

생성되는 경계면에 냉각을 해주고 석영도가니에서 발생
하는 실리콘 모녹사이드를 제거하면서 하부로 빠져나가

Receiving chamber
Seed chuch

는 구조이다. 실리콘멜트를 담고 있는 석영도가니는 결
Isolation valve

Cone at upper position
Release hook
Transition
Insulator/Cone support
Argon gas
Quartz crucible
Pyrometer
opening
Vacuum
exhaust
Base seal plate
Spill tray

Molten Silicon

Gas cone
Cone hanging hook

정이 생성되는 동안 회전하고 있으며 실리콘결정 또한
도가니와는 반대방향으로 회전이 이루어지면서 공정이
진행된다. 공정시간이 진행됨에 따라 석영도가니 내부에
실리콘멜트와 석영도가니 표면과 마찰이 일어나면서 석
영도가니는 두께가 얇아지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Flange
Outer insulator
Insulator rings
Inner insulator
Inner heat shield
Heater
Graphite support
Tank

Footing into base
seal plate
Base support of HZ
Power feed thru
Shaft cover ring Shaft/Argon gas inlet

그림 9. 단결정 실리콘 잉곳 제조장비 내부 Hot Zone 개념도

Cz장비에서는 실리콘 잉곳의 생산이 한 개의 잉곳을 생
산하는 단발성 공정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 석영도가
니 제조기술의 향상과 표면처리를 적용한 기술도입으로
도가니표면이 깎여나가는 정도를 줄여 여러 번의 잉곳생
산이 가능토록 기술이 향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림 10.은 단결정 잉곳이 생산되는 주요공정 단계를 개
념적으로 도시한 것으로 다결정 잉곳의 생산과 달리 공

Stacking

Melting	Stabilization

	Removal	Cooling 	Tailing

Dipping

Necking

Body growing	Shouldering

정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제조방법이다.

복잡한 내부 Hot Zone 통로에 막히는 현상이 발생하여

웨이퍼링장비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는 장비의 특성상

실리콘 모녹사이드 분진이 전원공급장치 부분에 누적되

다루지 않기로 한다.

어 절연파괴 및 아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알곤가스의
유량 및 장비 내부압력을 상시 확인하여야 한다.
세 번째로 Hot Zone 외부를 감싸고 있는 장비의 상부
Dome과 측면 Shell, 그리고 하부 플레이트에는 냉각

지금까지 기술된 내용과 경험을 토대로 상기 DS장비 및

급이 중단될 경우 고온에 노출된 취약부분에서 파손이

Cz장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들면 다음과 같다.

일어나 설비가 폭발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Hot

첫째 초기 폴리실리콘을 충진시에 경도가 약한 석영도가

Zone 내부를 감시하기 위해 상부에 설치된 사이트 글라

니에 충격이 가해져 균열이 생길 경우 공정 중에 고온에

스에도 냉각수가 흐르고 있으며 설비를 조립할 시 너무

서 석영도가니가 깨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로

강하게 볼트를 조여 공정중에 강화유리재질의 글라스가

인해 고온의 실리콘용융액이 Hot Zone 내부로 유출되

파손되는 경우에도 냉각수가 내부로 흘러 들어가 수증기

는 상황이 발생하여 전원공급장치에 아크가 발생하여 장

폭발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비를 손상시키거나 하부 플레이트 냉각수 배관을 손상시

마지막으로 필자가 현장에서 연구 및 장비개발을 하면서

켜 냉각수와 고온의 용융액이 접촉하여 수증기폭발이 일

경험한 바에 의하면 공정중에 석영도가니로부터 용출되

어날 수 있다

어 가스상태로 생성되는 실리콘 모녹사이드는 알곤가스

두 번째로는 실리콘 결정화를 위한 용융액과 결정계면에

에 의해 Sweeping되면서 급격히 냉각될 때 노랑갈색을

서 냉각매체로 사용되는 알곤가스가 용융액 내부에서 발

띄는 매우 곱고 부드러운 고분자 물질을 형성하여 Hot

생하는 불순물을 제거하며 하부로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zone의 여러 부분에 누적되기도 하고 결정화 장비 후단

수가 흐르면서 온도를 식혀주고 있는데 간혹 냉각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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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단결정 실리콘 잉곳 제조공정단계

에 설치된 메탈필터에서 걸러지면서 필터부분에 심하게

부에 고체상태의 실리콘이 무너져 내리면서 석영도가니

끼어 장비의 내부압력을 높이기도 한다. 최근에는 결정

에 파손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으므로 충진 시에도 그러

화 공정시간을 늘리기 위해 필터를 병렬로 설치하여 운

한 점을 고려하여 충진하여야 하겠지만 용융을 진행시킬

전하는 공장이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물질이 결정화 공

때에도 온도를 조심스럽게 조절하여 전원공급을 하여야

정을 마친 후 장비를 해체하면서 공기와의 접촉을 통해

한다. 공정진행 중에도 석영도가니가 얇아지는 경우가

약한 정전기가 발생하면 바로 불이 붙게 되는 현상이 자

발생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사전에 감지하거나 조치를 취

주 일어나므로 장비를 해체 시 정전기를 유발시키지 않

할 수 있는 보호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으면서 조심스럽게 제거해 주어야 한다.

향후 차세대로 개발 시판되고 Multi Pulling Cz 및 상용

결론적으로 실리콘 잉곳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가장 취약

화 준비 중인 CCz의 경우에는 석영도가니가 약 200시간

한 부분인 석영도가니의 경우 도가니 구입 시에 검사를

정도로 장시간 사용되므로 더욱더 각별한 점검과 모니터

철저히 하여 제작상의 결함이 있는 도가니는 사용하지

링이 필요하고 설계단계에서 위험성에 대한 평가와 석영

않아야 하며 표면이 날카로운 실리콘 Chunk를 충진 시

도가니의 이상징후를 사전에 빨리 인지할 수 있는 공정

에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초기 멜팅작업 시에도 온

운전 모니터링기술과 보호장치가 반영되어야 한다.

도가 높은 하부 및 측면의 실리콘이 먼저 용융되면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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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양병원 화재와 같이 화재안전의 사각의 용도와 시설이 발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세월호 침몰,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에서는 건축물의 방재적 특성에 맞는 화재안전계획이 이

장성노인요양병원 화재 등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대형

루어지고 합리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화재안전시스

재난이 연속하여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국민들은 재난으

템의 대응전력과 원칙에 대해 논하여 보고자 한다.

생하게 되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본 고

로부터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특히 빈발하는 대형 화재
와 이에 따른 인명과 재산의 피해에 대한 사회적인 위기의
식이 증대되고 있으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에 대한 적극
적인 대안모색의 일환으로서 법제도적인 재검토와 건축물

2. 화재안전시스템의 대응전략

화재안전관련기준의 개선방안의 제안을 통해 신뢰도 높은

1 화재의 진행과 화재안전시스템

Research & Analysis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라는 시대적인 당위성에

(1) 화재안전계획과 피난계획

직면해 있다. 또한 국민의 경제적인 소득의 향상으로 안전

건축물의 화재안전계획은 화재로부터 인명과 재산의 보

환경에 대한 기대수준과 욕구가 증대되고 있다.

호와 안전성의 확보를 목적으로‘직접적인 대책’
과‘간

더욱이 최근에는 초고층건물의 건축경쟁이 가속화되

접적인 대책’
으로 구성된다. 전자는 불과 연기를 직접적

고 있으며 2016년 완공예정인 제2롯데월드를 포함하여

으로 제어하는 시스템과 피난을 위한 설비 및 시설을 말

100층이 넘는 프로젝트만 10여건이 계획되거나 건설되

한다. 후자는 법규정, 정책, 제도, 화재진압전략, 각종

연구분석

고 있다. 초고층 건축물은 화재발생 시 소방대의 신속한

소프트웨어로 구성되며, 방재계획은 위의 목적을 달성

접근이 불가능하며 강풍 등에 의해 급속히 연소확대가

하기 위한 구체화 과정과 그 내용을 의미한다.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지상으로 피난동선이 길어

건축물 화재에 대비한 화재안전계획은 출화방지계획,

지고, 화재발생위치 등 정보전달의 지연에 따른 피난개

연소확대방지계획, 피난계획의 조합이 기본이 되고 있

시가 늦어져서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초래할 우려

지만 어떠한 비율로 조합할 것인가, 어느 계획에 중점을

가 높아 이에 대한 안전성 검증과 대책확보도 국가적 당

둘 것인가 등은 각 계획의 신뢰성과 비용 등과의 관계에

면과제가 되었다.

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면 이번 고양종합터

현재 우리나라의 화재안전과 관련한 법제도적인 체계는

미널 화재의 경우 사용 중인 건축물 지하1층의 공사장에

단일법규정에 의존한다기보다는 건축법과 소방법으로 양

서 화재가 발생하면 사용 중인 상층부에서 대형 인명피

분되어 있으며, 화재안전공학적인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았기 때문에 출화방지 및 연소

실질적인 안전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양대 법규정이 상호

확대방지계획을 철저히 세워두고 공사를 진행했어야 했

유기적인 공조내지 상호보완체계의 확립이 선행되어야

으나 그렇지 못했던 것이다. 하지만 건축물의 화재안전

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건물의 용도분류가 화재위험도를

계획 중 최후의 수단이 되는 것은 피난계획이고 피난계

고려하지 않고 단지 기능에 따라 용도분류 후 층수나 바

획의 신뢰성을 높게 하면 인명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닥면적 등 건물규모에 따라 화재안전기준이 일률적으로

특히 재실자가 노인, 장애인과 같이 피난약자인 시설의

적용되고 그에 따른 시설이 설치되기 때문에 이번 장성요

경우 일반건축물보다 더욱 강화된 그들의 피난행동특성

(2) 화재진행에 따른 피난계획

해 실패한 사례가 장성요양병원 화재라 하겠다.

화재는 여러단계로 진행하며 그 양상도 건축물의 종류

출화방지나 연소확대 방지계획은 설비시스템으로 대처

에 따라 다양하다. 따라서 그에 대한 대책도 개별적이어

하는 것이 많지만 피난계획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여 공

서는 실효성을 거두기가 곤란하다. 화재의 진행에 따른

간의 형상으로 대처하는 것이 많다. 따라서 피난계획과

대책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그 외의 계획은 중요도가 다르고, 피난계획을 중시하는

이것을 피난의 관점에서 보면 불과 연기의 확대를 표시

것은 계획이 다면적이고, 다중적이고, Fail-Safe 원칙

하는 X축은 시간의 연장을, 화재발견에서 피난완료까지

에 적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를 표시하는 Y축은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피난안전설계

따라서 건축물의 화재안전계획은 개개의 구성요소 하나

의 근본적인 방향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체계를 바탕으

만으로는 건축물을 안전하게 방어할 수 없다. 이러한 문

로 화재위험성과 특성에 따라 보완하거나 약점을 최소

제점은 최종의 인·허가과정에서 발견되기 어렵다. 결론

화하는 계획 및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적으로 화재안전계획은 화재안전시스템상의 모든 요소

따라서 화재안전계획은 건축물의 내장재와 가연물에 발화

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작용하며 이러한 요소들의 충분

를 어렵게 하는 것에서부터 감지, 정보의 전달, 피난, 소

한 이해를 바탕으로 상호 보완성있는 접근과 설계의 방

화활동 등의 전 과정을 의미한다. 화재의 진행측면에서 피

향설정이 필요하다.

난안전계획은 이런 시스템의 한 부분으로서 화재의 감지
에서 피난완료까지의 시간을 최소화하고 안전성, 효율성

건축물 방재계획
직접적인 대책

및 신뢰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이를 계획하여야 한다.

간접적인 대책

목적달성

2. 화재의 진행단계별 관련법규정

구체화

화재의 진행에 따른 화재안전시스템과 이를 규정하고

피난안전설계

있는 국내 관련법규정의 관계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그림 2.1 피난안전설계의 개념

발화방지

가능한 연장 T1
발

가
능
한
모
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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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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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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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화

장

연기의 충만·확대/연소확대

t1
t2

감

지

•조기발견:자가시설·자력대처
정보전달

•조기정보전달:자가시설·자력대처

t3
피난행동개시 및 피난

t4

피난시설
교육/훈련
피난완료

자력소화활동
공공소화활동
그림 2.2 화재진행에 따른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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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려한 피난계획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하나 그렇지 못

표 1. 화재의 진행에 따른 화재안전시스템과 관련법규정
목적
경보
설비

초기
소화
설비

화재의
진 행
발화
⇓
감지정보전달
⇓
자력
소화
설비
⇓

System 구분

Active-S

대응방법

(법규정에 의한 시설)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누전경보기

Passive-S

Active-S

Research & Analysis

피난
행동
개시
및
피난
⇓

연구분석
연소
확대
방지
시설

연기
및
연소
확대
방지
⇓

소화
활동
보장
설비

소화
활동
⇓
진화

유지설비

- 피난의 여부 결정
- 화재초기에 화재진압

-

-

Active-S

•피난기구
•인명구조기
•유도등/유도표지
•비상조명등

- 안전한 피난

Passive-S

•직통계단의 설치/구조
•피난계단/옥외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관람석 등으로부터 출구
•건축물 밖으로의 추구
•계단 및 복도
•비상탈출구(소:비상구)
•옥상광장 및 헬리포트

- 안전한 피난경로 확보
- 화재진압 및 구조 원활한 수행

SemiActive-S

•방화셔터(방화구획의 일부)

- 화염, 연기, 화재확대방지

Passive-S

•주요구조부의 내화구조
•방화구조
•방화구획(면, 층, 용도)
•방화문의 구조
•방화벽
•경계벽 및 칸막이벽
•내부마감재료(내장재)
•방염처리

- 건축물 붕괴방지
- 피난경로의 안전성 확보
- 화염 및 연기에 의한 피해축소
- 화염, 연기, 화재 확대방지 및
화재진행속도 지연

Active-S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소화용수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배연설비(거실)
•제연설비 제연구역
•비상용승강기

- 피난성능의 향상 및 안전성 확보
- 소방관 화재진압능력 향상
- 효율적인 화재진압

Passive-S

•막다른 도로

- 공공소방력 신속한 접근
- 구조·구급공간의 확보

Active-S

•방재센터(Syste/수신기 등)

- 화재안전 시스템 컨트롤
- 조직적인 화재진압

Passive-S

•방재센터(위치)

- 안전하고 효율적 관리, 화재진압,
피난

공공
(소방관)

- 화재의 감지 및 정보전달
- 피난개시 시간단축
- 초기진압시간 단축

•소화기구(소화기 등)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물분무 등 소화설비
•옥외소화전

Passive-S

피난
시설
및
설비

피난 및 화재진압과의 관계

-

3. 화
 재안전계획의 구성요소 및
최근 화재사례에서의 문제점
1. 발화방지계획
화재로 인한 피해방지의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 화재발
생을 막는 것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발화는 화
기의 부적절한 사용이나 고장, 방화 등으로 가연물에 일
어난 연소에서 출발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착화
한 제1차 착화물에서의 화염에 의한 방사열 등에 다른
가연물, 내장재가 가열되어 순차적인 착화경로를 거쳐
화재가 성장한다. 따라서 발화방지계획은 발화원대책,

요하다.
첫째, 화재발생 후 빠른 단계에서 인명위험이 생길 우려
가 큰 불특정 다수인의 이용시설 (고양종합터미널), 피난
약자 이용시설(장성노인요양병원), 취침시설(아파트 등 공
동주택) 등에서는 화재대응이나 피난의 지체가 큰 피해로

의의는 특히 크다. 이번 고양버스터미널, 장성요양병원
화재에서 이에 대한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
둘째, 음식점과 같이 화기사용을 필요로 하는 실에서는
화기에 의한 착화를 일으키기 쉬운 내장재나 수납물의
연소를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또한 방화관리체제도 건
축물을 이용하는 시간대는 대개 상시 인적인 면, 설비적
인 면, 모두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화기사용에 따른 부속설비인 환기, 배기설비의 설
치조건이나 화기사용실의 방화구획, 피난경로 등의 위
치관계도 계획단계에서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특히 화
재발생 위험도가 높은 공간인 주방 등은 피난계단 등 피
난출구와 가능한 멀리 떨어진 위치해 배치하는 것이 좋
다. 특히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어린이집, 장애인이용
시설 등 피난약자가 이용한 시설의 경우 주방을 생활공
간, 피난경로와 확실하게 공간적 격리를 하는 것이 중요

공간의 회피 등 계획 기술적인 대응을 고려해야 한다.

2. 발견·통보계획
발화방지의 신뢰도를 100%로 하게 되면 서브시스템은
필요없게 된다. 하지만 발화방지의 신뢰도를 100%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발생한 화재를 신속하
게 발견하고 이를 화재공간 내 재실자들에게 통보해 주
어서 피난개시, 소화 등 화재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발견·통보계획이다. 주택, 호텔과 같이 취침
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에서 화재의 조기발견 및 신속
한 통보는 피난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결정적 요소라
하겠다. 만약 장성노인요양병원 화재에서 조기에 화재
가 감지되고 피난이 개시되었다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화재감지기의 감지방식으로는 주로 열감지, 연기감지,
열과 연기의 양, 방향에 의한 감지 및 화염에 의한 감지
등의 방식이 있다. 건축물의 공간이나 형태에 따라 연
기유동이 빠른 계단, 경사로, 복도, 승강기 승강로 등은
연기감지기가 적절하며 또한 감지기를 설치하는 구역의
천장면의 높이가 20m를 초과하는 부분은 화염감지기가
적절하다. 화재 이외의 연기가 체류하는 주방, 조리실,
쓰레기집적소 등은 연기방식은 안되며 열방식의 감지기
중 정온식 감지기를 설치하는 것이 적합하다.
비상경보설비는 화재발생을 경보음에 의해서 재실자에
게 알리는 비상벨 또는 자동식 사이렌 및 화재의 발생,
피난방법을 음성경보 또는 사람에 의한 마이크로폰 방
송에 의해서 재실자에게 알리는 방송설비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방송설비를 설치하는 대상은 많은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 지하상가, 고층건축물 등이고 활용하
는 데에 피난유도 매뉴얼을 정해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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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되기 쉬우므로 발화방지가 화재안전 전반에 미치는

인이 이용하는 공간은 흡연장소의 고려, 방화관리 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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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재의 제한 등으로 대표되며 다음과 같은 배려가 필

하다. 화기를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라 해도 불특정 다수

3. 연소확대방지계획

이나 제연·배연계획과의 연계가 대단히 중요하다.

연소확대방지계획은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연기와 화염

마지막으로 소방활동의 안전확보에서도 마찬가지로 소

을 화재가 발생한 공간 내에 가두는 것을 의미한다. 연

방시설의 배치나 소방계획에 유의한 설정이 필요하다.

소확대방지의 기본은 건축물을 몇개의 방화구획으로 분

화재를 가두기 위하여 충분한 성능을 부여하는 것이다.

피난계획은 법령으로 규정된 시설을 계획하는데 그치

연소확대방지계획은 방화구획으로 대표되는데 면적별

지 않고 건물 내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를 예상하여 발화

구획, 층별구획, 용도별 구획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현행

실·비발화실에서의 대피, 발화층·비발화층에서의 대

우리나라는 연면적 1,000㎡ 이상의 건물에 대해 방화구

피, 발화건축물에서의 퇴거라는 일련의 피난계획을 입

획을 설치해야 하며 층별구획은 지하층과 지상 3층 이상

안하고 그 안전성을 검토해야 한다. 특히 요양병원과 같
이 자력으로 피난이 곤란하고 피난행동능력이 떨어지는

장성요양병원의 경우 연면적이 1,000㎡ 이하이고, 층

재해약자가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작은 규모라 하

수가 2층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방화구획도 설치되지 않

더라도 보다 강화된 피난계획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아 연기가 급속도로 확산될 수 있었다. 또한 고양종합터

특히 계단 등을 이용하여 피난층으로 이동이 불가능한

미널의 경우 화재가 발생한 지하1층의 경우 에스컬레이

피난자를 위한 경사로, 발코니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터주변에 층별구획용 방화셔터가 설치되었으나 공사로

피난계획의 기본방안은 다음과 같다.

의 경우 매 층마다 방화구획을 하여야 한다.

연구분석

4. 피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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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하고, 그것을 구성하는 구획재료나 방화문에 발생한

인해 작동하지 않아 화재초기에 에스컬레이터 수직관통

① 화재공간에서 신속하게 혼란없이 대피하도록 한다.

부를 통해 지상2층으로 연기가 급속도로 확산되어 다수

②화
 재공간 이외의 공간의 인명안전을 도모하도록 피

의 인명피해를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난로의 설정과 방화·방연구획면에서 인명안전을

따라서 방화구획의 변경 또는 수선공사 중이라 하더라

하나의 축으로 건축계획을 질서있게 세우는 것이 화

도 방화석고보드 등을 이용한 임시방화구획라인을 설정

재안전계획에서 중요하다.

한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화재시 상층부로의 급속한 연

③화
 재실에서 피난로로의 피난, 층 전체에서 피난계

소확대를 방지할 수 있다.

단으로의 피난, 피난층으로의 피난, 그리고 해당 건

건축물 내에서 방화구획설정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이

축물에서의 퇴거라는 순서로 화염 및 연기로부터 안

정리해 볼 수 있다.

전한 지역으로 대피가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화기사용이나 다량의 가연물에 의해서 화재 위험

건축물은 용도 등에 따라 피난자의 수, 특성이 다르기

도가 높은 부분은 독립된 방화구획으로 해야 한다. 또한

때문에 화재안전계획시 다음과 같은 배려가 필요하다.

연소방지와 함께 방·배연이나 열적영향의 방지를 포함
한 피난경로의 안전성 확보를 고려해야 한다.

①건
 물 내 각 부분의 피난대상자 수를 예측하여 고려
한다.

둘째, 방화셔터, 방화문 등 방화구획이 피난동선의 장해

② 피난자의 특성 중 피난안전성을 크게 좌우하는 것

가 되지않게 하고 피난활동이나 연기 제어를 적극적으

으로 재실자의 특정·불특정과 피난능력이라는 특

로 지원해야 한다. 따라서 평면계획단계에서 피난계획

성을 파악해 둔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원과 같이 자

력으로 피난이 곤란한 피난자를 수용하는 시설은 이

는 최근 고양버스터미널, 장성노인요양병원 등 건축물

들의 피난을 도울 수 있는 보호자 숫자 대비 수용인

화재로 인해 수많은 목숨들을 아무런 의미없이 잃게 되

원을 고려해야 한다.

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제 우리나라도 국제적 위상에

③ 호텔과 같은 취침시설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화재

맞는 안전을 확보하여야 하며 더이상‘재난왕국’
이나

의 조기감지가 곤란한 경우가 많고, 피난개시가 늦

‘재난후진국’
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미지에서 벗어나

어지기 쉬우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야 한다.

④ 복합용도 건축물의 특징인 이용시간대가 다른 부

건축물 특히 불특정 다수인이나 재해약자가 이용하는

분, 밤과 낮의 이용상황의 차이, 타권리부분과 통하

건축물에서의 화재안전대책은 공간 및 이용형태적 특

는 피난로가 생기는 경우는 보안시스템의 위치와 시

성, 운영특성 등을 고려하여 Fail-Safe와 Fool-Proof

간대 등 방범대책을 고려하여 피난에 지장을 초래하

라는 2대 원칙에 입각하여 설정해야 한다. 즉 하나의 실

지 않도록 한다.

패가 화재안전대책 전체의 붕괴로 이어지지 않도록 계

사용할 수 있도록 단순하고 명쾌하게 계획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건축물에서의 화재안전은 경제논리에 의해 항

련한 시설을 설치하는데 그치지 않고 화재시 그 설치목

상 뒷전으로 밀려왔으며 법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

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신뢰도를 확보해야 한다는

준을 가까스로 맞추는 정도에 불과하였다. 그나마 관련

것이다. 그렇지 못한 경우 대형 인명피해를 일으키는 화

법규정의 맹점이나 미비를 악용하여 왔고 그 결과 우리

재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는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화재안전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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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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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해야 하는 것이며, 특히 피난계획의 경우 누구나 쉽게

Proposal

정 의 종 경영학박사
한국플랜트학회 부회장

해외 플랜트건설공사의 위험과
내용

반기계(463.6)이었는데, 해외플랜트 수주액은 640억 달

트로 첫 직장생활을 시작한 것이 1978년이니 벌써 플랜

러로 이들을 압도하고 세계 속에 건설 및 플랜트 6대강

트분야에 몸담은 지 35년의 세월이 흘렀다. 지금에서 보

국으로 성장하였으나 대형 플랜트 건설사들에게는 혹독

면 공사자체는 뭐 그리 대단한 일도 아닌데 그때는 기본

한 한 해였다. 업계의 정상을 달리던 기업이 1조원이 넘

설계를 일본의 TKK에서 받아오고 시공하면서 기술자문

는 영업손실이라는 암울한 성적표를 발표하여 시장을

을 받았다. 지금 우리기업들이 해외에서 정유, 석유화

뒤집어 놓았다. 한번은 겼어야할 일이었고 올해도 진행

학, 가스처리, 담수/발전 등 전체 플랜트를 설계에서부

형으로 남아있다.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이었지

터 시운전까지 현지 협력업체들을 이끌면서 수행하는 것

만 규모가 예상밖이라 충격이 그만큼 컸다.

을 보면 격세지감을 느낀다.

이러한 참담한 결과는 프로젝트 수주단계에선 저가수주

우리나라는 G20국가 가운데 GDP(국내총생산) 대비 수출

가 있었고, 수행과정에는 리스크관리의 부재에서 그 원

입 총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무역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

인을 찾을 수 있다. 2000년 초반 IT 버블붕괴로 어려움

라이다. 2013년 수출총액 5,600억 달러에 비해 해외 플

을 겪던 미국이 저금리정책으로 부동산경기가 활황을

랜트 수주액이 640억 달러이니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이자 국내 건설시장도 공공발주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 더욱이 플랜트산업은 수입국

잘 나갔으나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의 새로운 산업육성이나 수입대체 및 수출진흥에 기여하

급전직하로 나빠지게 되었다. 실적위주의 경영과 국내

기 때문에 통상마찰이나 수입규제가 적은 고부가가치 지

부동산경기 악화로 자금압박을 받아온 기업들은 선수금

식집약적 산업이라 그 의의는 더욱 크다.

유혹에 물불을 안가리고 중동수주에 총력을 기울여 저

작했으며 올해 역시 순차적 완공으로 당분간 어려움에

1. 해외플랜트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서 벗어나가 힘들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배고플

2013년 우리나라 5대 수출품목은 반도체(571.5억달러),

담한 결과의 주원인인 프로젝트리스크는 국내환경과 다

석유제품(527.8), 자동차(486.6), 석유화학(483.9) 및 일

른 해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자료 : 해외건설협회, 2014.1

표 1. 2013년 5대 수출품목 비중
수출액

수출비중

순위

품 목

1

반도체

571.5

10.2

2

석유제품

527.8

9.4

3

자동차

486.6

8.7

4

석유화학

483.9

8.6

5

일반기계

463.6

8.3

(억달러)

때 장보러가지 말라는 옛말이 틀린 것이 없다. 한편 참

(%)

자료 : 산업자원부, 2014.1

유럽 1.8

아프리카
3.0
북미·태평양 3.6
중남미
4.2

중동

30.0

57.4

아시아

그림 1. 중동수주 비중(1965~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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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주를 하게 되었고, 그 결과가 작년부터 불거지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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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유사의 750,000배럴 원유저장탱크 건설프로젝

등과 같은 외부적 환경에서부터 설계, 구매 및 현지건설

프로젝트 환경위험

등과 같은 내부적 수행프로세스 전 과정에서 발생하게

과거 권위적인 정부에 눌려살면서 집단적 행동을 하지

된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자.

못했던 이슬람국가에서 글로벌화가 보편적 현상으로 자
리잡은 후 시위가 빈번해지고 인종적 편견이 심한 지역
에서 과격한 충돌이 일상화되면서 우리기업들의 프로젝

Proposal
제언

2. 프로젝트위험의 종류와 내용

트 환경위험은 갈수록 높아가고 있다. 23년간 독재를 해

사전에서는“리스크란 손실이나 피해를 입을 가능성

에 반대해 2010년 12월 시작된 튀니지의 민주화혁명으

이 있는 상태”
라고 정의하고 있다. 위험에 대한 관심은

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자스민혁명’
이 대표적이다. 이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문제해결을 위한 학문적 노력

혁명은 바로 리비아, 이집트, 예멘 등으로 전파되어 당

의 일환으로 보험이나 금융학에서 첫걸음을 뗀 후 1970

시 우리 건설현장은 문을 닫고 현장인원을 철수시켜 많

년대에는 통계 및 확률이론을 바탕으로 한 예측기법으

은 금전적 손실을 입었다. 이러한 돌발적 상황을 대비해

로 투자, 증권 등과 같은 금융분야에, 1980년대 이후에

서 부보를 하지만 보상은 그 일부에 지나지 않아 손해는

는 안전사고, 원가, 공사기간, 등과 같은 건설분야에 그

고스란히 건설사의 몫으로 돌아왔다. 또 다른 중요 위험

리고 2000년 이후부터는 신규시장진출, 입찰시 의사결

요소인 환위험을 보자. 우리나라는 경제규모가 선진국

정 및 사업성 분석분야에 집중되고 있다.

에 비해 작고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환율 및 투자

프로젝트위험은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지

등과 관련된 모든 빗장을 열어놓은 소규모 개방경제이

만 크게 프로젝트환경에서 오는‘프로젝트 환경위험’
과

다. 문제는 글로벌 환경에 양은냄비처럼 민감하게 반응

프로젝트 수행 시에 발생하는‘프로젝트 수행위험’
으로

하여 기업경영을 어렵게 한다. 수출이 잘되어 경상수지

구분할 수 있다. 프로젝트 환경위험은 자국 혹은 건설현

흑자가 커지면 무역상대국, 그중에서 미국이 원화가치

장이 있는 타국에서 프로젝트가 수행되는 동안 발생하

를 올리라고 압력을 가하고 외환시장에서는 미 달러화

는 통제불가능한 외부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프로젝트가

의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여 원화가치가 상승하면 기업

피해를 볼 수 있는 위험을 말한다. 해외건설기업은 자국

들의 수익이 떨어지는 한편 우리경제가 안좋다는 전조

뿐만 아니라 현지국에서 발생하는 정치 집권자 성향의

만 있으면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돈을 빼 환율이 급격히

변화, GDP 성장률이나 환율, 물가, 금리 등과 같은 거

올라가면서 국내 자금시장이 경색되어 어렵게 된다. 우

시경제 환경의 변화, 문화의 차이, 사회적 갈등, 법률이

리 해외건설업체들은 잘해야 5% 정도 이익을 볼 수 있

나 규제의 변경 등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

고, 잘못하면 적자가 나는데 환율은 프로젝트기간 내에

어 있다. 프로젝트 수행위험은 설계, 구매, 건설 및 시운

상당한 폭으로 출렁거릴 수 있어 환율이 여간 큰 위험이

전 등과 같이 프로젝트 실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아니다. 물론 선물환이나 예상 현금흐름에 맞추어 맞대

말한다.

응 부채를 일으키거나 통화스왑 등을 통해서 환헷지를

오던 튀니지의 벤 알리(Zine El-Abidine Ben Ali) 정권

한다지만 완전한 것이 못된다. 이에 더해 자국의 경제상
황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와 현지국의 경제여건 변화

자료 : http://geert-hofstede.com/indonesia.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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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국가별 홉스테드지수

도 문제가 된다. 현지경제가 어려워져 소비가 줄어들면

국을 보면 중국이 권력의 불평등 수용정도나 남성상 및 장

프로젝트를 중단할 수도 있어 그 피해가 건설계약자인

기적 성향 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화적 차이

우리기업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로 인한 적절한 대응에 실패하면 손실로 이어지게 된다.

문화적 변수도 중요한 위험요소 중 하나이다. 마스트리

프로젝트 수행위험

가별 홉스테드지수’
를 보면 국가간의 문화적 차이를 쉽

프로젝트를 수주한 후에는 기본설계와 상세설계를 하는

게 이해할 수 있다. 홉스테드는 권력불평등을 수용하는

엔지니어링 및 설계단계, 기계나 토목, 건축, 기계, 배

태도인‘권력간 거리(PD : Power Distance)’
,‘개인주

관, 전기, 계장부문의 설계과정에서 산출되는 건설물량

의/집단주의(IDV : Pndividual/Collectivism)’
,남성상/

을 조달하는 구매단계, 구매한 기자재가 현장에 도착하

여성상(MAS : Masculinity/Feminity)’
,‘불확실성의 회

면 현지조달분과 함께 현장에서 조립 및 설치하는 건설

피성향(UN : Uncertainty Avoidance)’및‘장기지향성

단계, 그리고 현장설치가 완료된 기계 및 설비들의 이상

(LTO : Long Term Orientation)’등 5가지로 구분하여

여부를 확인하는 테스트 및 시운전단계 순으로 프로젝

국가별 차이를 설명하는데 인도네시아, 중국 및 베트남 3

트를 수행하게 된다.

분석분야

분석내용

설계단계

구매단계

건설단계

•토목 / 건축

•구매 / 조달

•기자재관리

•시운전

•기계 / 배관

•제작관리

•인력동원

•자원확보

•전기 / 계장

•품질검사

•장비동원

•각종 절차서

•소방

•해상운송

•공사예산 투입

•예비점검

•HVAC 등

•육상운송

•공사비 확보

•개별 시운전

•운송보험

•인허가 등

•전체 시운전

그림 4. 프로젝트 수행단계의 분야별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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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프로젝트 환경위험

소

시운전 건설구매 조/달 설계

프로젝트의 위험정도

대

표 2. 설계리스크 내용 및 원인
리스크내용

수행영역

계약전 영역
입찰

소

TBA/CBA

계약네고
대
프로젝트의 위험원인

그림 5. 프로젝트의 원인과 영향관계

리스크원인

•미검증 설비설계에 적용

•과거자료 활용미흡

•발주처 도면승인지연

•양사 커뮤니케이션문제

•계약조건 누락

•계약서 관련조항 미인지

•현지에 맞추지 못한 설계

•BEDD조사 미흡

•시운전 유틸리티 용량부족 •기술조건검토 미흡
•벌크물량 과부족

•B/M산출 미흡

Proposal
제언

프로젝트를 계약 전 단계와 수행단계로 나누어 보면 계

용 도면 및 시방서를 작성하기 위한 것이다. 설계가 설계

약 전 단계에서는 향후 계약 후 수행해야할 프로젝트

자의 기술해석상의 오류나 단순 계산실수가 발생하면 구

의 수행방법, 수행조건, 수행결과 및 보상에 대한 내용

매물량과 건설현장에서 문제가 생겨 바로 위험이 커지

에 대한 합의이기 때문에 리스크 원인발생이 높은 구간

게 된다. 실증이 전무한 기자재를 쓰거나 재질스펙을 놓

인 반면 계약 후에는 계약 시 규정한 모든 내용들이 적용

치거나 발주처에서 승인도면이 늦게 오거나, 설계 전에

되기 때문에 리스크의 영향이 실현되는 구간이라 할 수

반드시 현지조사를 하여 수집한 설계기준자료(BEDD :

있다. 우리기업들의 견적부서나 영업팀에서 입찰 후 일

Basic Engineering Design Data)를 등한시하여 현지설

차적으로 신경을 쓰는 것은 입찰 후 공개되는 투찰금액

계조건을 맞추지 못하거나 사업주가 설계를 변경하거나

이다. 최저응찰자가 되기를 기대하고는 있지만 차순위

(이 경우 대부분 보상을 받지만 간혹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발

와 금액차이가 많이 나면 여간 곤혹스러운 일이 아니다.

생가능) 배관, 전기 및 통신케이블 등과 같은 벌크자재의

‘혹시 견적을 할 때 일부설비나 기기를 놓친 것은 없나’
,

과잉이나 부족, 초기 토건공사용 도면이 벤더 기술정보

‘기술해석을 잘못하여 요구사양을 맞추지 못한 내용이

부족으로 조건부 도면출도 등 다양한 위험요소가 있다.

있나’등의 원인으로 담당자들은 최저가의 기쁨이면을
걱정하게 된다. 이렇게 계약 전 단계에서 문제가 있으면

구매/조달

그때 당시의 위험에 대한 영향은 미치지 않지만 수행단

각 분야의 엔지니어들이 구매요청서를 작성하여 구매팀

계에서 현실화되어 나타나게 된다. 즉, 프로젝트 수행위

에 보내면 구매담당자들이 사업주가 계약 시 승인한 제

험의 일부원인은 계약 단계에서 이미 내포되어 있고 나

작자 혹은 공급자(Vendor)에게 견적의뢰를 하고 견적서

머지는 수행 중에 발생하게 된다. 각 단계별 위험을 살

를 보내오면 내용을 설계담당자와 함께 검토하여 벤더와

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술 및 가격미팅을 한 후 공급자를 선정하게 된다. 구매
부서는 여기서 해야 할 일이 끝난 것이 아니라 구매한 기

설계단계

자재가 건설현장에 도착하기까지 요구되는 납기관리 및

엔지니어링과 설계의 목적은 건설물량 산출과 현장건설

독촉, 품질수준 확인, 그리고 육상 및 해상운송, 통관 등

표 4. 현장시공리스크 내용과 원인

표 3. 구매/조달리스크 내용과 원인
리스크내용

리스크원인

•사업주 추천업체의 과도한
•업체선정과정 관리미흡
요구

리스크내용

리스크원인

•조건부 도면으로 시공

•시공용 도면확인 부족

•설치직전에 누락 및 파손발견

•장기간 패킹내용 확인 미실시

•기자재의 작은 문제발생

•실적없는 업체에 낮은 금
액으로 발주

•벤더패키지간 연결누락사
항 발생

•공급범위확인 실패

•예상치 못한 사고 연속

•납기지연

•납품관리 소홀

•책임자 교체 및 잦은 추가인
•조기 적정인력투입 실패
력 투입

•도착기자재 손상 및 내용
부족

•패킹시 확인미흡

•과도한 장비비용 발생

•시공중 손실/망실기자재 발생 •철저한 자재관리 미실시
•시공관리 경험부족

•장비동원계획 및 시공방법
부적절

다른 노무자간의 충돌로 공사중단은 물론 사회적 문제점

경을 쓰다가 기술력이나 재무역량이 부족한 벤더를 선정

으로 비화되어 더욱 공사를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하여 계약한 기자재의 품질에 하자가 발생하고 납기가
테스트 및 시운전

업주 추천업체의 과도한 금액요구, 기자재 제작과정에

이밖에도 시운전 위험성을 간과할 수 없다. 통상 시운

서 잦은 문제점 발생, 벤더 패키지 설계변경, 현장 도착

전은 성능시험 (Performance test)와 함께 이루어지는

자재 내용부족 및 손상, 벤더 패키지간 연결부위 누락,

데 이때 프로젝트사업부에서 느끼는 위험은 최고조에 이

적시에 운송선박 확보불능, 통관지연, 현지 육상운송 장

르게 된다. 시운전위험은 설계, 구매/조달 및 현지시공

애물 등과 같은 다양한 위험요소가 있을 수 있다.

의 결과에 최종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특히 성
능시험의 경우 일정기간 연속운전을 하여 계약서에 명

현장시공

시되어 있는 제품사양(Product specification), 생산량

현장시공은 설계와 구매에서 조달한 기자재를 현장에서

(Production volume), 유틸리티 (전기, 스팀, 압축공기,

설치하는 작업으로 프로젝트 수행단계 중에 위험의 영향

냉각수 등)의 소모량 등이 계약서에 명시된 요구치를 만

을 가장 많이 받는 단계이다. 설계나 구매에서 감추어진

족시키지 못하면 페널티를 지불하게 된다. 이러한 성능

문제가 노출될 수밖에 없는 단계가 바로 건설현장이기

보증도 문제이지만 시운전 실패에 따른 추가시운전은 바

때문이다. 현장은 전단계의 원인으로부터 영향을 받기

로 금전적 손실로 이어진다. 최근에는 프로젝트가 대형

도 하지만 건설도중 여러 고유의 위험이 있다. 역량부족

화되고 복합적이기 때문에 이 비용 역시 과거와는 비교

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현지 하도급업체의 공기지연이나

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또 추가 시운전은 투입 원부자

추가금액요구를 목적으로 하는 악의적 파업, 사업주의

재와 유틸리티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연히 공

무보상 설계변경요구, 현장도착 기자재의 파손이나 물

사기간 지연이 불가피하여 공기지체에 따른 페널티 역시

량부족으로 인한 공사중단, 설치된 기자재의 도난 및 파

코스트 증가요인이 된다.

손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이 크다. 현장에서 문화가

세계은행 (World Bank)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E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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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져 전체공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외에도 사

Risk & Insurance

에 관여해야 한다. 구매/조달의 위험은 계약 금액만 신

표 5. 리스크 관리유형
리스크관리

사례내용

리스크회피 (Risk avoidance)

리스크 인수거부, 입찰포기

리스크 이전/공유 (Risk transfer/Sharing)

보험가입, 발주자/하도급자에 전가

리스크 감소 (Risk reduction/Mitigation)

예산반영, Schedule delay

리스크 흡수 (Risk absorption/Retention)

No action, Allowance/Contingency plan

Proposal
제언

Turn-Key 발주프로젝트의 경우 조사대상 프로젝트의

즉, 파급효과가 큰 위험은 전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신경

40% 가량이 예산은 증가하고 60% 정도는 공기가 늦어

을 쓰고 리스크책임자를 두어 리스크의 진화과정을 면

진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해외에서 플랜트건설공사를 하

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

는 많은 우리기업들 역시 예산 초과와 납기지연에 대해

둘째 단계로는 식별된 리스크에 대한 계량화 작업을 하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납기가 지연되면 현

여야 한다(Risk measurement). 리스크가 발생할 확률

장 비용의 증가가 뒤따르기 때문에 납기지연과 예산초

이나 리스크피해의 예상금액, 예상시점 등을 확인하여

과는 항상 붙어다닌다. 즉, 공사기간이 계획보다 늘어

대응자료로 삼아야 한다.

짐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남는 공사는 극히 예외적이라

세 번째는 측정된 리스크를 경중에 따라 혹은 발생시

할 수 있다.

점에 따라 리스크회피 (Risk avoidance), 리스크이전
(Risk transfer) 혹은 리스크공유(Risk sharing), 리스크

3. 리스크관리

경감(Risk reduction/Risk mitigation), 이도 저도 아닌

이러한 프로젝트 위험관리를 과거에는 개별공사수준으

으로 관리하게 된다.

로 리스크를 관리하고 위험의 가시성이 뚜렷한 건설현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 EPC 업체들은 해외 프

장중심의 위험관리를 하여 프로젝트 제 단계에서 발생

로젝트 수행시 공사목적물의 폭발, 붕괴 등의 순수 시

하는 다양한 리스크를 확인하고 관리하지 못하는 결과

공위험 외에도 발주처와의 계약조항에 근거한 추가비용

를 초래하였으나 최근에는 기업차원에서 수행중인 전체

및 준공지연으로 추가손해발생 등 다양한 위험요소에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리스크의 원천과 대응방안을 유기

노출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위험을 전가할 수 있는 보험

적이고 입체적으로 관리하여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노력

상품의 개발은 더디기만 한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의 전

이 확산되고 있다.

통적인 건설공사보험 외에 발주처와의 계약관계에 기초

리스크관리의 핵심은 첫째 리스크를 식별 ( R i s k

한 리스크 등 해외 건설프로젝트 수행 시 실질적인 효용

identification)하는 것이다. 프로젝트의 각 단계별로 위

성이 큰 보험상품의 개발이 해외수주 700억달러 돌파를

험의 소스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영향을 확인하여 리스

앞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검토가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크의 경중을 구별하고 관심의 정도를 차별화해야 한다.

여겨진다.

경우에는 리스크보유(Risk acceptance/Retention) 등

Project Review

이 상 철 현장소장 김 의 헌 대리
대림산업

대림산업

여수와 고흥을 잇다
‘적금-영남 연륙교’

1. 개요

모습을 갖춘 상태이며 본 기사에서는 그간 수행하였던
주요공정에 대한 시공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적금-영남 연육교는 여수와 고흥을 연결하는 연륙연도
교사업의 종점측 마지막 11번째 교량으로서 여수시 적
금도와 고흥군 영남면을 연결하는 총연장 1,340m의 장
대 해상교량이다. 주교량인 적금대교는 국내 최초의 단

2. 앵커리지시공

Project Review

경간 현수교로서 주경간장이 850m에 달하며 완공시 이

앵커리지는 타정식 현수교에서 주케이블의 장력을 지지

순신대교 (1,545m) 및 울산대교(1,150m)에 이어 국내 3

하는 구조물이다. 적용된 앵커리지의 형식은 중력식 앵

번째로 긴 교량이다. 특히 2차선 장대교량으로는 국내 1

커리지로서 구조물 자중으로 케이블 장력을 지지하는

위, 세계 3위의 교량으로서 매우 세장한 형상을 가지고

형식이다. 따라서 지중정착식 등의 타 형식의 앵커리지

있으며, 큰 변장비(경간장/교폭, 43.15)에 경간별로 교량

에 비해 규모가 크면서도 케이블과 구조물을 일체로 엮

형식이 다르고 비대칭이어서 고난이도의 시공기술력이

어주는 정착시스템들이 구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매우

요구되는 교량이다.

복잡한 구성형태를 갖추고 있다. 적금측 앵커리지의 경

현재 적금대교는 보강형 가설이 완료되어 현수교의 제

우에는 콘크리트 물량만 약 26,000㎥에 달하는 대규모,

현장소개
그림 1. 사업개요 및 교량구성

그림 2. 앵커리지 조감도 (좌측:적금측, 우측:영남측)

그밖의 경우에는 영남측 육상레미콘을 해상운송하여 사
용하였다. 적금측 앵커리지의 기초슬래브는 1회 타설물
량이 약 3,770㎥에 이르기 때문에 그림 4.와 같이 두 대

해상 B/P가 아닌 육상레미콘 공장으로부터 자재를 공
급받기 위해서는 영남측 물량장에 도착한 믹서트럭을
바지선에 싣고 바다를 건너야 하기 때문에 타설에 이르
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특
히 여름철에는 레미콘 생산 후 90분 이내에 타설이 완료
되어야 하는 시간적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자칫 시간초
과가 되어 타설작업이 불가능할 수도 있었다. 따라서 당

대물량 콘크리트 구조물이기 때문에 그림 3.과 같이 분

현장에서는 주어진 조건하에서 시공성 및 품질확보가

할계획을 수립해 수행하였다.

가능한 효율적인 타설운송계획을 수립하여 성공적으로

콘크리트공급은 1회 콘크리트 타설량이 많을 경우 (약

앵커리지시공을 마칠 수가 있었다. 그림 6.은 당 현장에

500㎥이상)에는 해상B/P (Batch Plant)를 사용하였고,

서 작성한 레미콘 해상운반계획이다.

그림 4. 해상 B/P 2대 가동전경

그림 5. 하부 기초부 타설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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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적금측 앵커리지타설 구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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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해상 B/P를 동원하여 일괄타설을 수행하였다.

가. 해상운반순서

나. 해상운반스케줄 쉬트
그림 6. 레미콘 해상운반계획

Project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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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레미콘 (믹서트럭) 해상운반

그림 8. 앵커리지 벤트블럭 타설

그림 9. 케이블 정착시스템

그림 10. 케이블공사 전 완료전경

3. 주탑시공

중 PY1측 우물통은 강재 거푸집상태로 제작하여 거치

주탑기초는 우물통공법이 적용되었으며 우물통거치는

단계별로 우물통 벽체를 타설하면서 침설하였다.

영남측 우물통 제작장에서 미리 제작된 우물통을 2,000

현수교의 주탑은 주케이블의 현수선 형상을 갖추게 하

톤급 해상크레인으로 인양·거치하였다. 두 기의 주탑

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연직력을 지지하는 기둥형식

시 해상크레인의 인양능력과 부력의 영향을 고려하여

그림 12. 우물통 속채움

그림 13. 주탑공사 시공전경

그림 14. 중간 가로보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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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해상크레인을 통한 우물통거치

의 구조물이다. 본 주탑의 높이는 138m로 ACS (Au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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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mbing Form System) 공법을 적용하였으며, 로트당

4미터에 총 35개의 로트로 분할해 시공하였다. ACS는
거푸집과 작업발판으로 구성되어 있는 폼시스템으로서
자체발판에서 모든 거푸집 작업과 철근작업, 콘크리트
작업 및 다음단계로의 이동이 가능한 공법이다.
주탑은 자중과 주케이블 장력에 의한 탑정부 연직하중
등에 의해 탄성변형이 발생하게 되며, 이외에도 콘크리
트 재료의 특성상 시간에 따른 Creep 및 Shrinkage
가 발생하여 주탑에 추가적인 변형을 유발한다. 이러한
탄성변형 및 시간에 따른 추가변형을 고려하지 않은 주
탑시공은 준공시점에서 목표로 하는 주탑의 기하형상을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완성계 상태에서 목표로
하는 주탑의 기하형상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예상되는
변형들에 의한 최종변위를 가설중에 미리 고려하여 보
정하여 시공해야 한다. 이러한 주탑 형상관리시공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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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주탑 시공완료전경

해 당 현장에서는 로트별 거푸집 모서리 16점에 대한 사

가 모여 하나의 주케이블이 완성된다.

전에 산정된 목표 좌표값에 대비하여 광파기를 통해 실

AS공법은 직경 5 ~ 6mm의 강재소선을 스피닝휠

측된 측량좌표값을 확인하였고 구조물 허용오차를 고려

(Spinning Wheel)이라 부르는 활차에 걸어 교량시점과

하여 ±25mm 이내로 관리하였다.

종점에 위치한 앵커리지 사이를 왕복주행하여 케이블을
와이어단위로 가설하는 공법이다. 스피닝휠은 마치 스
키장 리프트시스템처럼 로프를 구동하여 운송하는 훌링

Project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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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케이블시공

시스템(Hauling System)에 장착되어 이동하는데 한 번

현수교에서 주케이블은 가장 중요한 구조부재로

번에 8가닥의 와이어가 가설되므로 두 대의 스피닝휠이

서 보강형에 작용하는 하중을 주탑과 앵커리지에 전

교행하면 48회 왕복함으로써 380개의 와이어로 구성된

달한다. 현수교 주케이블의 가설공법에는 크게 미

스트랜드 두 개가 만들어지고, 총 19개 스트랜드가 완

리 공장에서 제작된 케이블을 이용하여 시공하는

성되면 하나의 주케이블이 완성된다.

PPWS (Prefabricated Parallel Wire Strand)공법과 현

프리행(Free Hang)상태 대비 80%의 장력으로 가설된

장에서 소선단위로 인출하여 스트랜드(Strand)를 구성하

와이어는 가설 시 목표형상보다 긴 무응력길이를 가지

는 AS(Air Spinning)공법 2가지가 있다. 본 교량의 주

므로 스트랜드별로 측량 후 경간별 길이를 조정하여 형

케이블 가설에는 영종대교, 광안대교 및 최근에 준공한

상을 조정해야 한다. 형상조정은 사전조정, 형상측량,

이순신대교 등의 시공에 적용되었던 AS공법이 적용되

조정 및 확인측량의 순서로 진행하며 형상은 온도와 바

었다. 스피닝작업을 통해 가설된 Φ5.1mm 소선 380개

람에 매우 민감하므로 사전조정을 제외한 모든 작업은

가 모여 하나의 스트랜드를 구성하고 이 스트랜드 19개

스트랜드간 온도편차가 작은 야간에 진행하였다.

에 와이어 4가닥을 감아 끌게 된다. 따라서 왕복주행 한

표 1. 적금대교 주케이블 제원
구 분

재

원

재 질

KSD 3509 피아노선재

인장강도

1770N/mm2

허용강도

708N/mm2

단면구성

직 경

7,220 wires
(380wires x 19strands)

일반부 wrapping 후 491mm
밴드부 wrapping 후 479mm

단면적

0.1475m2

래핑와이어

S type(3mm)

주케이블 구성도

그림 16. Spinning Wheel을 통한 소선인출

그림 17. 앵커리지 스트랜드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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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Air Spinning 작업전경

그림 19. 소선공급설비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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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스트랜드간 상대새그 측정

5. 케이블 컴팩션, 케이블밴드
및 행어로프가설

케이블밴드는 케이블가설을 위해 설치했었던 트람웨이

주케이블 가설완료 후에는 스트랜드 단위로 묶여있는

해상바지선에 선적해놓은 행어로프를 설치위치에서 연

주케이블을 하나의 원형으로 정형시킨 뒤 소요의 공극

직인양하여 가설하였다.

서포트 로프(Tramway Support Rope, TSR)에 대차를
매달아 케이블밴드를 운송해 가설하였고, 행어로프는

률을 갖도록 컴팩션작업을 수행하였고, 이어서 케이블
밴드와 행어로프를 가설하였다. 컴팩션작업은 주케이블
형상에 맞춰 제작된 컴팩션머신을 통해 케이블을 압착
시켜 소요의 공극률을 만족하도록 하였다.

6. 보강형 가설
현수교 보강형은 당초 해상크레인으로 가설하도록 설계
되어 있었다. 그러나 현장여건 및 가설상황을 검토해본
결과, 주경간 모든 구간의 보강형 블록을 해상크레인으
로 가설하기에는 당 현장에 적용가능한 장비가 매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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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적이었고, 작업안전성이 매우 부족하다는 판단을 하
였다. 따라서 전체 46개 블록 중 링크슈가 설치되는 주
탑부 단부블록 두개와 케이블과 보강형이 가까워 L/G
운용이 불가능한 중앙부 블록까지 총 3개 블록을 해상

현장소개

그림 21. 케이블 컴팩션

크레인으로 가설하고, 나머지 43개 블록을 리프팅겐트
리 (Lifting Gantry, L/G)를 이용한 연직인양공법을 채

주케이블 가설완료 후에는 스트랜드 단위로 묶여있는

택하여 가설하였다.

주케이블을 하나의 원형으로 정형시킨 뒤 소요의 공극

L/G공법은 주케이블을 레일삼아 이동하고 정착하는 L/

률을 갖도록 컴팩션작업을 수행하였고, 이어서 케이블

G 크레인장비를 통해 보강형을 인양하여 가설하는 공법

밴드와 행어로프를 가설하였다. 컴팩션작업은 주케이블

으로서 현수교 보강형 가설시 주로 적용하는 공법이며,

형상에 맞춰 제작된 컴팩션머신을 통해 케이블을 압착

국내에서는 이순신대교 보강형 공사에 적용하여 가설안

시켜 소요의 공극률을 만족하도록 하였다.

전성을 입증받은 공법이기도 하다. 당 현장에서는 두 대

그림 22. 케이블밴드 가설

그림 23. 행어 가설완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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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해상크레인을 통한 보강형 가설전경 (좌측:중앙부 블록가설, 우측(상):핀체결, 우측(하):단부블록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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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Lifting Gantry를 통한 보강형 가설전경 (좌:L/G 2개조 운용전경 : L/G 세팅상태, 우(하):인양전경, 우(상))

졌으며 가설계획에 맞추어 대블럭 3개, 소블럭 43개로
분할하여 제작하였다. 보강형 제작공장은 전라남도 신
안으로 제작공장으로부터 설치위치까지의 운송에 대한
안정성 검토를 거쳐 해상운송을 수행하였다.

7. 맺음말
그림 26. Key Sag 가설전경

이상에서 적금-영남 연륙교의 사업개요 및 주요공정을

의 L/G장비를 주경간 중앙에 설치하여 각각 주탑방향으

소개하였다. 주교량인 적금대교는 국내 최초의 단경간 타

로 진행하면서 가설하였다. 보강형을 인양할 때에는 편

정식 현수교로서 설계당시는 국내 최장지간의 교량으로

기인양으로 인한 전도현상을 방지하고 작업성을 높이기

설계되었다. 준공 시 이순신대교, 울산대교에 이어 국내

위하여 밸런스웨이트를 사용하여 인양각도를 제어하였

3번째 주경간장의 교량이 될 것이며 특히 2차선 장대교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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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장대현수교 특성상 시공단계별로 주케이블과

으로는 국내1위, 세계3위의 교량이 되겠다. 지난 5월에

보강형의 형상이 크게 변하기 때문에 근접하면서도 기

는 현수교 보강형 가설이 완료되어 현재 블록간 임시접합

가설된 보강형과 간섭을 피하는 인양위치(L/G 세팅위치)

된 부분을 영구접합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동시에

산정이 요구되었는데, 이를 위해서 시공단계해석 등을

주케이블에서는 래핑작업을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다.

현장소개

통해 적절한 인양위치를 산정하여 전구간 안전하고 신

적금-영남 연륙교는 여수와 고흥을 연결하는 연륙연

속하게 가설을 수행할 수 있었다. 인양된 보강형은 가설

도교사업의 종점측 마지막 11번째 교량으로서 물류활

중 취약한 내풍안정성을 고려하여 블록사이를 완전접합

성화를 통해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전남권의 새로운

을 하지않고 면 내방향 회전변위가 발생할 수 있도록 임

Landmark 교량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순신대

시접합하였다.

교 준공을 통해 개발된 당사의 독자적인 현수교 설계·

한편 보강형은 총중량 약 7,000톤에 종단길이가 약

시공기술을 심화 완성시켜 향후 해외 특수교량 건설분

850m로 내풍안정성이 뛰어난 유선형 강박스형태를 가

야 진출에도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림 27. 적금-영남 연륙교 시공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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