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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corner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대 이름은 남자!
남자와 여자는 가족, 친구, 연인, 동료 또는 그저 아는 사람, 스쳐지나가는 사람
등 어떤 식으로든 늘 옆에 있고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하지만
종종 이해할 수 없어 답답하고 복잡한 마음으로 서로를 탓하고.... 그러나 한편으
로는 서로에게 사랑과 위안을 갈구한다. 어쩌면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더욱더 서
로를 알고 싶어 하는지도 모른다.
남자들은 왜 첫사랑을 잊지 못하고, 중요한 순간에 여자를 버리고 도망치고, 사소
한 일에 목숨을 걸고, 자동차의 작은 흠집에도 흥분하고, 여자의 성공을 두려워하
고, 여자와 친구가 될 수 없는 것일까. 이러한 남자, 당신은 대체 누구십니까! 여
자들은 평생을 살아도 남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지 모른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
다. 이 책은 이러한 궁금증에 대해 주변의 사례와 진솔한 경험담을 통해 인간내면
을 이해하는 과정을 유쾌한 시선으로 담아내고 있다.
『남자를 위하여』
는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남자의 관계맺기’
- 남자들이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에서 형성하는 성격과
성향이 성인이 된 후의 관계맺기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다루고 있다. 어머니와
의 애착관계가 이후 남자들이 맺는 친밀한 관계의 원형으로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

출간기념 설문조사
「도무지 알 수 없는 남자 베스트7」

치는 사례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경쟁심과 책임감의 근원에 대

1.	한번 웃어줬더니 자기 좋아하는 줄 착각
하는 남자 (25%)
2.	수천 번 얘기해도 양말 뒤집어 벗어놓는
남자 (20%)
3.	여친이랑 길 걸으면서 오만 여자 다 스캔
하는 남자 (19%)
4.	술만 마시면 구여친 드립하는 남자(14%)
5.	아내가 먼저 승진했다고 속상해하는 남자

2부‘남자의 열정사용법’
- 남자들이 생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 다루고

(8%)

6.	밥 먹으면서 한마디도 안하는 아버지와
아들 (8%)
7.	카메라 모으다가 이젠 자전거에 빠진 남자
(5%)

해서도 살피고 있다.
있다. 여성들은 친밀한 관계에서 리비도의 대부분을 남자에게 투여하지만 남자들
은 술과 자동차, 혹은 사물들에 자신의 리비도를 분산해서 투자하기를 즐긴다.
3부‘남자의 위험한 감정’
- 남자들의 내면에 억압되어 있는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감정영역들을 다루고 있다. 남자의 충족되지 못한 의존성, 상처받은 나르시시즘
이 어떻게 분출되어 관계를 다치게 하는지,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외부의
두려운 대상을 비난함으로써 자신을 지키는 남자들의 방어기제들에 대해서 이야
기하고 있다.
4부‘남자의 삶과 변화’
- 앞에서 다룬 내용을 바탕으로 남자들이 자신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남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논하고 있다.
남녀가 서로에게 느끼는 불편한 감정들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며, 먼저 너그러
운 마음으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이해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함께 고민한다
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외롭고 심심하고 속상한 남자와 여자들은 마음에 더 많은
위안을 줄 것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다.
작가 김형경은 경희대 국문과를 졸업하고1983년 문예중앙에 시가 당선되며 등단
했다. 작품으로는『세월』등 다수의 장편과 소설집, 시집, 심리에세이집이 있다.
제10회 무영문학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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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재난보험과

지구촌 곳곳이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로 태풍·호우
의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이로 인한 피해 또한 증가하고

1. 재해지도란?
국민안전처는 이러한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경감

의해 수백 명의 인명피해와 750억불의 재산피해가 발생

하고 신속한 주민대피 등의 조치를 위하여 자연재해대

하였으며, 2013년에는 미국 서부 콜로라도주에 쏟아진

책법 제21조 (각종 재해지도의 제작·활용)에 근거하여 관

폭우로 4명이 사망하고 170여명이 행방불명되는 등의

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로 하여금 재해지도를 제작·

피해가 발생하였다.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1년 7월 말 서울, 경기 북부지역에 최

아울러 동법 시행령 제19조(각종 지도의 작성·활용 및 유지

대 일강우량이 450mm나 되는 집중호우로 67명의 사

관리 등)에 따라 지자체는 침수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

망·실종자가 발생하였으며, 무려 27,500호의 가옥침

개월 이내에 재해지도(침수흔적도)를 작성하여 국민안전처

수피해가 발생하였다. 2012년 8월 말에는 태풍 볼라벤

에 제출하여야 하며, 침수흔적 확인을 요청하는 민원인은

(Bolaven)과 덴빈(Tenbin)이 연이어 한반도를 지나가며

신청절차를 통해‘침수흔적확인서’
를 발급받을 수 있다.

충청도와 전라도 지역에 피해를 입혔으며 사망·실종자

재해지도는‘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재해정보지도’

11명, 가옥 침수피해 1,400호가 발생하였다.

를 통칭하며‘침수예상도’
와‘재해정보지도’
는 다음과

최근 10년간 (2005〜2014)1)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상황

같이 세분하고 있다.

을 보면 사망·실종자 270명 (연평균 27명), 6조9천억원

①	침수예상도 : 내륙지역 홍수범람위험도, 해안지역 해

(연평균 6천9백억원)의 시설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태풍·

차지하고 있다.

②	재해정보지도 : 피난활용형, 방재정보형, 방재교육형
재해정보지도

하수관 월류
내수침수
지하공간 유입
월류/파제
하
천
지하공간 침수
피해원인
침수피해유형

외수침수
제방

배수펌프장

유수지

그림 1. 재해지도 작성을 위한 침수피해양상
1) 2014년 재해연보(국민안전처) 기준

침수저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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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로 의한 침수 등의 피해액이 전체 피해액의 85%를

안침수예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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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미국에서는 2012년 허리케인 샌디 (Sandy)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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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침수흔적도(전남 영광군 합산지구, 2013)

2. 재해지도의 분류

지역에 대하여 침수흔적조사2) 및 측량을 실시하여 침수

침수흔적도

지형도 및 지적도(또는 지형이 표시된 지적도)에 표시한 지

태풍, 호우, 해일 등 풍수해로 인한 침수피해가 발생한

도를 말한다.

구역에 대한 침수위, 침수심, 침수시간 등을 조사하여

2) 침
 수흔적조사 : 침수피해지역에 대한 침수흔적을 조사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현장방문조사 또는 간접조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침수구역,
침수심, 침수시간 등의 침수흔적을 조사 ·측량하는 행위

침수예상도

역의 하천범람 위험성을 수문학적 분석 등을 통하여

과거의 태풍, 호우, 해일 등에 의한 침수피해흔적과 지

침수예상지역, 피해범위, 예상침수심 등을 분석하여

진해일, 극한 강우, 댐·저수지·제방의 붕괴 및 월류,

표시한 지도
②	해안침수예상도 : 태풍, 호우, 해일 등으로 인하여

상지역 및 침수심 등을 예측하여 작성한 지도로서 홍수

해안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가능성을 예측하

범람위험도와 해안침수예상도로 세분한다.

여 침수예상지역, 피해범위, 예상침수심 등을 표시

①	홍수범람위험도 : 태풍, 호우 등 홍수로 인한 내륙지

한 지도

그림 4. 해안침수예상도(국립해양조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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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홍수위 등 수문학적 인자를 고려하여 장래 침수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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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홍수범람위험도(경상남도 의령군, 2007)

그림 5. 피난활용형 재해정보지도(서울특별시 용산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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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난활용형 재해정보지도 : 재해발생시 대피요령,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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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흔적도와 침수예상도를 기반으로 재해발생시 대피

피장소, 대피경로 등 대피관련 계획을 지도에 표시하

요령, 대피장소, 대피경로 등의 정보를 지도에 표시한

여 재해발생시 지역주민이 직접 활용하는 지도로 재

것을 말하며 활용목적에 따라 피난활용형, 방재정보형,

해정보지도의 기본이 된다. 지자체의 실정에 따라 피

방재교육형 재해정보지도로 세분한다.

난활용형 재해정보지도를 기초로 방재정보형 및 방

그림 6 . 방재정보형 재해정보지도(서울특별시 동작구, 2014)

[우리구 위험 지구]

▣ 침수 및 긴급상황이 발생한다면

●

생명과 관련된 위험한 행동은 삼갑니다.

- 침수시 대피경로를 통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 침수된 집과 차량으로 접근하는 위험한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양정지구-현대자동차 정문 및 양정초등학교 옆

[태풍 기상특보상황 확인요령]
●

방송매체를 통한 확인

TV나 라디오의 일기예보를 청취합니다.
●

홈페이지를 통한 확인

효문지구-효문역과 효문산업단지 사이

기상청 : www.kma.go.kr

●

전화를 통한 확인

기상청 : 02-841-0011 / 02-831-0365
국번없이 131(지역기상정보 : 지역번호 + 131 )

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100 4-1)
Tel:052-219-7653 / Fax:052-219-7659

염포지구-염포현대주요소 앞길 및 염포소방파출소 앞

그림 7. 방재교육형 재해정보지도(울산광역시 북구)

재교육형 재해정보지도를 추가로 작성

- 관계기관은 침수흔적도 작성시 해당지역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지역신문에 공고하는

기 위한 지도로서 지역주민의 대피유도 및 방재활동

등 주민열람절차를 이행하고, 토지를 활용하려는 자

에 활용하기 위해 작성하는 지도

가 해당토지에 대한 침수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요

③	방재교육형 재해정보지도 : 지역주민의 재해에 대한

청시‘침수흔적확인서’
를 발급한다.

의식제고 및 학습을 목적으로 작성한 지도

침수예상도의 활용
- 침수예상분석을 위한 조사자료 및 데이터는 재해예

3. 재해지도의 활용
침수흔적도의 활용
- 침수예상도 및 재해정보지도 작성시 침수흔적도의 침
수흔적 정보를 활용한다.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방사업을 위한 각종 개발계획수립시 검토자료로 활
용한다.
- 침수예상도의 침수예상 분석자료를 활용하여 재해정
보지도 작성을 위한 대피계획수립 등에 활용한다.
- 재해정보지도의 기초자료가 되며 풍수해보험 및 토지
이용계획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지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등 재해경감을 위한 대책마련시 당해지역의

재해정보지도의 활용

침수이력 및 침수현황 등의 정보를 활용한다.

- 피난활용형 재해정보지도는 재해발생시 신속한 주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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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방재정보형 재해정보지도 : 주로 행정적으로 활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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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피가 이루어져 주민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한다.
- 방재정보형 재해정보지도는 재난관리부서 등에 비치

4. 재해지도의 활성화 정책

하여 행정적으로 주민의 대피유도나 방재활동에 활용

재해지도 표준모델 개발

한다.

- 재해지도의 작성표준화와 활용체계개선을 위해 현재

- 방재교육형 재해정보지도는 지역주민의 방재교육 및
훈련시에 활용한다.

사용되고 있는 지자체의 재해지도작성 및 활용실태를
분석하여 재해지도작성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재해지
도의 통합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국내 재해정보지도 속성정보비교
구분

비

교

경남 창원시

경남 함양군

Focus
초점

베이스맵

•지자체별로 황용할 수 있는 각각의
다양한 지도사용으로 인해 통일성
결여

침수심별
색상범례

•침수심 범위 및 색상표기가 다름
•침수영역만을 표기한 것도 있음

침수피해 및
재해정보

•침수원인, 침수면적, 침수일자 등
올 기입하나 피해사항에 대해
기입하지 않는 곳도 있음

•제공정보 없음

•대피소위치 및 대피경로에 대한
정보제공을 하지않는 지도있음
•표기방법이 상이함

•제공정보 없음

대피정보

경남 합천군

전북 정읍시

•대피경로 없음

•제공정보 없음

그림 8. 국내 재해정보지도 속성정보비교

재해정보지도

재해정보지도 표준모델(안)

•침수심별 등급정보
•방재관련기관 정보
•대피소 및 대피구역 정보
•기타 수해관련정보 등 표기
그림 9. 재해정보지도 표준모델 예시

GIS 기반자료

활용방안
침수예상도 표준모델 개발

위성영상 / DEM
Database

재해지도제작
침수상황 기록 및 보존

DGIS 데이터웨어하우스 구축
Lidar / 3차원자료
Database

침수흔적도
표준모델

기상 및 수문자료
Database

재해정보지도
표준모델

재해지도 활용체계 고도화
▶ 통합재해지도 작성 제시
▶ 재해지도 관리체계 고도화 제시
▶ 재해지도 관련 법·제도정리

침수흔적자료
Database

침수흔적도 재해정보 활용
범국가적 재해지도구축
로드맵개발
국가재난정보 유통체계
구축
EAP / SOP 개발
재해지도 활성화

그림 10. 재해지도 작성기술의 고도화 내용

재해지도의 표준화정책 등을 통해 관련사업에 중복적으

- 일부 지자체 및 관계기관에서 재해관련 정보시스템을

로 투입되는 예산이 절감되며 작성기관은 보다 쉽고 편

운영하고 있으며 재해지구별, 읍면동별 침수흔적도,

리하게 재해지도를 작성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재해지

침수예상도 등을 다양한 시스템들을 통하여 관련정보

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완료시 통합된 자연재해정보에

를 제공하고 있다.

대한 접근성이 높아짐으로써 정보취득이 용이해지고 대

- 각 기관 시스템들의 제공정보 및 특이사항들을 분석,

국민 활용도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를 마련한다.
재해지도 통합활용 활성화 필요

침
수

급
경
사
지

가
뭄

침수재해예측 정확성 향상 요구

지자체와 재해위험지도를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공유할 정보시스템 부재

GIS 원천정보
접근 불가능

침수흔적도와 예상도가 분산 구축되어
정보접근성 및 활용도 저하

공간분석기능
미흡

예측결과
검증 어려움

재해정보 분산으로 활용 어려움

급경사지 IT인프라 선진화 필요

NDMS

u-IT 기반
통합관리

지반재해
위험관리

붕괴위험도 판단, 주민대피 계측관리 등
재해상황판단, 예측정보 활용 필요

급경사지
관리지역

계측정보,
CCTV정보

지반재해
위험지도

붕괴위험지역 지정관리, 안전점검,
계측사업관리를 위한 체계적 IT지원필요

NDMS 기능 부족

R&D 연구결과 활용 필요

방재물자 중심의 단순자료 조회만 지원

PC에 구축된 시범시스템을
Web 환경으로 이전 필요

가뭄상황관리를 위한 정보제공 부족

(신뢰성 있는 기상수문정보,
AWS 관측자료, 저수율 정보활용 필요)

기상·수문정보의 데이터품질 향상필요
(시범구측시스템은 정보검증기능 부재)

그림 11. 재해지도 통합관리시스템구축(안)

개선방향
➊ 범정부 재해정보 통합
-	침수, 급경사지, 가뭄재해관련
유관기관 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

➋ 종합적 GIS정보 활용
-	각종 재해지도를 하나의 화면에서
종합 조회·분석 가능하게 지원

➌ 지능적 상황판단·예측
-	통계 알고리즘, 재해발생이력을
이용, 재해에 대한 예측치 제공

➍ 경제성·활용성 고려
-	정보시스템구축의 경제성과 향후
활용성을 고려하여 시스템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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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보완하여 재해지도 통합관리시스템구축의 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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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지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Special

정지궤도위성의 궤도 및
주파수 국제등록 분석

백 명 진 위성사업개발팀장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 서론

서는 정지궤도위성의 궤도 및 주파수자원 국제등록업무
를 수행하기 위한 위성망 국제등록업무와 관련된 전파

정지궤도위성 운용을 위한 궤도 및 주파수 자원은 적

법 관련규정검토, 기상위성, 지구탐사위성업무 및 고정

도상 36,000km에 위치하는 매우 한정된 천연자원으로

위성업무 (상업용)로 분배된 주파수대역 구분, 국제전기

서 정지궤도위성의 위성망(궤도 및 주파수) 국제등록을 완

통신연합에 등록된 국내외 정지궤도위성망 현황을 정리

료한다는 것은 특정 궤도위치에서의 국제등록주파수 대

하여 정지궤도위성의 국제등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역을 우리나라가 항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제적인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용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정지궤도위성의 궤도 및 주
파수 자원은 발사 전 사전확보가 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
된 국제등록업무를 필수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데 위성
발사 전까지 국제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국제전기통신

2. 본문
2.1 위성궤도 및 주파수 국제등록절차

등재를 하여야 한다. 하지만 국제전기통신연합에의 등

정지궤도위성망의 국제등록절차는 다음과 같이 3단계

재를 위해서는 위성발사 수년 전부터 국제전기통신연합

로 사전공표절차, 조정절차, 통고 및 등재절차로 이루어

을 통한 국제적인 승인을 위한 사전작업이 수행되어야

져 있다.

Risk & Insurance

차 등이 있고, 동일 주파수 대역을 이용하는 인접궤도상

2.1.1 사전공표단계

12
13

의 타 위성망과 혼신 조정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국내

사전공표단계는 전파규칙 No. 9.1에 따라 신규 위성

정지궤도위성인 무궁화위성과 천리안위성이 국제전기

망을 운용할 계획을 갖는 나라의 주관청이 위성망(궤도

통신연합에 궤도 및 주파수 자원을 국제등록 완료하여

및 주파수) 운용예정일자로부터 7년 전에 위성망 국제등

발사·운용 중에 있다.

록신청서를 제출하는 단계로서 다음정보 (사전공표정보,

정지궤도위성의 한정된 자원인 궤도 및 주파수를 확보

Advanced Publication Information)를 국제전기통신연

하기 위한 무한경쟁이 국내외에서 급박하게 진행되고

합에 제출한다.

한다. 이러한 작업으로는 사전공표, 조정절차 및 통고절

있다. 특히 우리나라 주변에 위치는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위성 강대국들은 수많은 정지궤도위성을 국제등록
또는 실제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변국의

•위성궤도위치 및 위성망 운용예정일자
•이용주파수 대역, 서비스지역 및 서비스종류

타 위성망과의 혼신 조정업무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격

국제전기통신연합은 전파규칙 No. 9.2B에 따라 제출된

고 있다. 따라서 궤도 및 주파수 국제등록업무 특히 타

정보가 완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전세계 주관청

위성망과의 혼신조정을 위하여 우리나라 주변이 위성망

에게 공표하게 된다.

국제등록현황을 파악하여야 하며 위성망 국제등록과 관
련된 전파법 관련규정, 특히 정지궤도와 비정지궤도(저

2.1.2 조정단계

궤도) 위성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

전파규칙 No. 9.1에 따라 사전공표정보를 제출한 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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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ITU :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nion)에

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주관청은 위성망간 혼신조정을

2.1.3 통고단계

위한 조정정보를 ITU에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전파규칙

전파규칙 Nos. 11.2 / 11.6에 따라 조정절차를 수행한

No. 9.5D에 따라 조정정보를 사전공표정보를 제출한

위성망의 경우 통고절차를 반드시 수행하여야 한다. 주

날로부터 24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사전공표

관청은 전파규칙 No. 11.15에 따라 통고절차수행을 위

정보는 삭제된다. 위성망 조정정보는 위성망간 간섭 및

해 통고정보를 국제전기통신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피간섭량을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다음과 같은 주요 전

이때 전파규칙 No. 11.44에 따라 통고정보는 사전공

송제원을 포함한다.

표자료 제출일자로부터 7년 이내에 국제전기통신연합
에 제출되어야 하며, 이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을 경우

• 위성궤도위치 유지범위(동-서 및 남-북 방향)
• 위성중계기 중심 주파수 및 대역폭
• 우주국-지구국간 반송파 편파형태
•	우주국-지구국간 반송파 전송제원
(대역폭, 전력 / 전력밀도)

• 우주국 빔 및 지구국 안테나 방사패턴

해당 위성망에 대한 사전공표정보 및 조정정보는 삭제
된다. 다만 No. 11.44.1에 따라 사전공표정보가 1997
년 11월22일 이전에 국제전기통신연합에 제출된 경우
에는 사전공표정보 공표일자로부터 9년 이내에 통고

• 우주국, 지구국의 수신잡음온도

정보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제전기통신연합

• 우주국-지구국간 반송파 전송품질(C/N)

은 제출된 통고정보에 대해 전파규칙 관련규정의 준수

Special

여부, 조정대상 주관청으로부터의 동의여부 등에 대해

특집

또한 전파규칙 No. 9.30에 따라 조정요청행위는 조정

심사한 후 심사결과가 모두 합격하면 해당 통고정보를

정보를 국제전기통신연합에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등재된 위성망주파수 정보목록 데이터베이스 (Master

된다. 전파규칙 No. 9.34에 따라 국제전기통신연합은

International Frequency Register)에 등재하고 불합격하

제출된 조정정보를 심사하여 전파규칙 관련규정 준수여

는 경우 해당 주관청으로 반송하게 된다.

부, 조정이 요구되는 위성망/지상망을 가진 주관청 식
별작업을 수행한 후 이러한 심사결과와 제출된 조정정

2.2 관련된 전파법 규정검토

보를 함께 전세계 주관청에게 공표한다. 전파규칙 Nos.

정지궤도 및 비정지궤도(저궤도) 위성망 국제등록업무는

9.50 / 9.51에 따라 각 주관청은 공표된 자료를 검토하

국내 전파법 및 국제조약인 국제전기통신연합의 전파규

여 자국 위성망/지상망에 대해 유해한 혼신이 발생한

칙(RR; Radio Regulation) 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정지

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이의를

궤도위성망의 경우 선점원칙(First come, First served)

제기하여야 한다. 그리고 전파규칙 No. 9.6 에 따라 조

이 적용되기 때문에 후발 국제등록위성망은 선발 국제

정대상 주관청과 반드시 조정하여야 한다.

등록위성망을 보호할 의무가 있어 전파규칙에서 규정하

이때 전파규칙 No. 9.53에 따라 새로운 위성망에 대한

는 조정절차수행을 통해 이들 선발 위성망으로부터의

조정정보를 제출한 주관청과 새로운 위성망으로부터 유

동의(선발 위성망이 안정적으로 운용되도록 후발 위성망의 운

해한 혼신을 받는 위성망/지상망을 갖는 주관청(조정대

용조건을 결정)를 획득하지 못할 경우 후발 위성망은 운

상 주관청)은 혼신문제를 해결하는 데 상호 노력하여야

용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과학 및 지구관측 등의 임무

한다.

수행을 위한 비정지궤도 위성망의 경우 선점원칙이 적

용되지 않아 조정절차를 수행하지 않으나 다만 후발 비

의 (국제전기통신연합 국제회의 및 국내 연구반 회의)의 지속

정지궤도 위성망은 선발 비정지궤도 위성망과 유해 혼

적인 참여를 통해 최신 표준화 동향을 철저하게 숙지·

신제거를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필요로 하며, 선발 비정지

활용하여야 한다. 특히 위성망 국제등록절차와 기술기

궤도 위성망과 혼신에 대한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준을 규정하는 전파규칙과 관련권고서의 가장 핵심적인

후발 비정지궤도 위성망은 운용에 들어갈 수 있다. 표

내용은 우선권 개념의 적용이며, 이것은 보호받을 위성

1.은 위성망 국제등록업무와 관련된 전파법 관련규정

망과 보호하여야 하는 위성망에 적용되는 절차규정 및

검토를 나타낸다.

적용기준의 정확한 분석과 현재 진행 중인 표준화 동향

위성망 조정업무는 국가간 협상업무로서 독자적이고 배

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타적인 규정 및 절차를 적용할 수 없고, 국제전기통신연

2.3 주파수 자원분석 및 국제등록현황

야 한다. 하지만 위성망 국제등록절차와 기술기준을 규

정지궤도위성의 운용을 위해서는 위성관제용(원격명령,

정하고 있는 국제전기통신연합의 전파규칙과 관련 권고

원격제어 및 추적)과 위성업무용 (지구탐사, 기상업무 및 고

서는 계속적으로 개정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표준화회

정위성업무 등)의 주파수 대역이 필요하다. 표 2.와 표

표 1. 위성망 국제등록업무와 관련된 전파법규정 검토
전파법규정

정지궤도 위성망

비정지궤도 위성망

비고

운용예정일로부터 7년 전에 국제
등록 청하여야 함.

운용예정일로부터 7년
전에 제등록 신청하여
야 함.

동일하게 적용
되는 의무규
정임.

③ 제2항에 따라 국제등록이 신청된 경
우에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위
성망 국제등록신청을 요청한 자는 국제
전기통신연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
성망 국제등록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위성운용 사업자 또는 운용기관이
국제전기통신연합에서 부과하는
국제등록비용을 납부함.

위성운용사업자 또는
운용기관이 국제전기
통신연합에서 부과하
는 국제등록비용을 납
부함.

비정지궤도 위
성망은 정지궤
도 위성망에 비
해 약 10% 정
도 부과됨.
비정지궤도 위
성망에 대해서
는 조정절차의
적용을 받지 않
기 때문에 조정
의무가 부과되
지 않음.

제40조(위성망 혼신조정) ① 방송통신위
원회는 외국이 관할하는 위성망과의 혼
신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
련하여야 한다.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
39조 제1항에 따라 위성망 국제등록신
청을 요청한 자에게 혼신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정부간 위성망 조정회의 및 사업자
간 위성망 조정회의에 반드시 참여
하여야 함.

위성운용 사업자 또는
운용기관의 자체 판단
에 의해 참여함.

제41조(위성궤도 등의 할당 등) ② 제10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외의 자에게 위
성궤도 등을 이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
21조에 따라 우주국의 개설허가를 할 때
에 우주국에 위성궤도 등을 지정한다.

우리정부는 운용 중이거나 운용예
정인 다른 국가의 조정대상 위성망
과 조정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실질
적으로 해당궤도에서의 주파수 대
역이용을 허가하지 않음. 이는 국
가간 혼신분쟁이 발생하며, 이때
후발 위성망은 운용을 즉시 중지하
여야 하기 때문임.

우리정부는 조정절차
가 적용되지 않는 비정
지궤도 위성망의 경우
별 제약없이 이용을 허
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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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위성궤도 등의 국제등록) ① 우주국
을 개설하기 위하여 위성궤도 등을 확보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위성망 국제등
록신청을 요청하여야 한다.

Risk & Insurance

합의 전파규칙과 표준화권고서에 근거를 두고 수행하여

3.은 기상위성업무용 또는 지구탐사위성업무용으로 분
배된 주파수 대역을 나타낸다. 표 4.는 고정위성업무용
(상업용)으로 분배된 주파수 대역을 나타낸다. 위성관제

용은 위성의 본래목적인 지구탐사 및 기상업무수행을
위해 이용하는 주파수대역이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표 2.	기상위성업무용 또는 지구탐사위성업무용으로
분배된 상향회선 주파수대역
주파수대역

분배업무

2,025~2,110

지구탐사위성업무용/
우주운용업무용

(MHz)
(85)

8,175~8,215
(40)

기상위성
업무용

28,500~30,000 지구탐사위성업무용
(1,500)

(2순위업무)

천리안위성, 과학,
통신위성
(정지/비정지위성)

무궁화5호 위성 등
아리랑위성 등
천리안위성(통신)

2,200~2,290
(90)

7,450~7,550
(100)

8,025~8400
(375)
18,100~1,8400
(300)

25,500~27,000
(1,500)

기상위성업무용

3,700~4,200
(500)

5,900~6,400
(500)

12,250~12,750
(500)

14,000~14,500

비고

고정위성업무용

C대역 하향회선

고정위성업무용

C대역 상향회선

고정위성업무용
고정위성업무용

무궁화 5호, 6호 등
(Ku대역 하향회선)

무궁화5호, 6호 등
(Ku대역 상향회선)

그림 1.은 2015년 5월 현재, 우리나라 주변을 중심으
로 1,670-1,710 MHz대역에서의 위성망 국제등록현
황을 나타낸 것이다. 총 26개의 위성망이 국제등록되
어 있으며, 궤도 1도당 평균 0.65개의 위성망이 등록되
어 있다. 그림 2.는 우리나라 주변을 중심으로 2,0252,110 MHz대역에서의 위성망 국제등록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총 39개의 위성망이 국제등록되어 있으며, 궤

천리안위성, 기상위성
(일본, 중국 등)

도 1도당 평균 0.98개의 위성망이 등록되어 있다.

천리안위성, 과학,
지구탐사위성업무용/
통신위성
우주운용업무용

그림 3.은 우리나라 주변 2,200-2,290 MHz대역에서

(정지/비정지위성)

의 위성망 국제등록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총 45개의

기상위성업무용

무궁화5호 위성 등

위성망이 국제등록되어 있으며, 궤도 1도당 평균 1.13

지구탐사위성업무용

무궁화5호 위성 등
아리랑위성 등

개의 위성망이 등록되어있다. 그림 4.는 우리나라 주변

기상위성업무용

7,450-7,550 MHz대역에서의 위성망 국제등록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총 55개의 위성망이 국제등록되어 있으

지구탐사위성업무용

며, 궤도 1도당 평균 1.38개의 위성망이 등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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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1,670~1,710

비고

분배업무

(MHz)

비고

분배업무

(MHz)

주파수대역

(500)

표 3.	기상위성업무용 또는 지구탐사위성업무용으로
분배된 하향회선 주파수대역
주파수대역

표 4.	고정위성업무용(상업용)으로 분배된 C, Ku
주파수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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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1,670-1,710 MHz대역 국제등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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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2,025-2,110 MHz대역 국제등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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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2,200-2,290 MHz대역 국제등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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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8,025-8,400 MHz대역 국제등록현황

그림 5.는 우리나라 주변 8,175-8,215 MHz대역에서

그림 7.은 우리나라 주변을 중심으로 18,100-18,400

의 위성망 국제등록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총 61개의

MHz대역에서의 위성망 국제등록현황을 나타낸 것이

위성망이 국제등록되어 있으며, 궤도 1도당 평균 1.53

다. 총 116개의 위성망이 국제등록되어 있으며, 궤도 1

개의 위성망이 등록되어 있다. 그림 6.은 우리나라 주

도당 평균 2.9개의 위성망이 등록되어 있다. 그림 8.은

변 8,025-8,400 MHz대역에서의 위성망 국제등록현

우리나라 주변을 중심으로 28,500-30,000 MHz대역

황을 나타낸 것이다. 총 61개의 위성망이 국제등록되어

에서의 위성망 국제등록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총 113

있으며, 궤도 1도당 평균 1.53개의 위성망이 등록되어

개의 위성망이 국제등록되어 있으며, 궤도 1도당 평균

있다.

2.83개의 위성망이 등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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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8,175-8,215 MHz대역 국제등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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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5,900-6,400 MHz대역 국제등록현황

그림 9. 3,700-4,200 MHz대역 국제등록현황

그림 9.는 우리나라 주변을 중심으로 3,700-4,200

2.4 궤도자원 선정 시 고려사항

MHz대역에서의 위성망 국제등록현황을 나타낸 것이

정지궤도위성의 적절한 궤도위치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다. 총 99개의 위성망이 국제등록되어 있으며, 궤도 1

표 5.와 같은 사항들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도당 평균 2.48개의 위성망이 등록되어 있다.

표 5.	궤도자원 선정 시 고려사항
항 목

고려사항

위성의 서비스지역

주어진 궤도위치에서 희망하는 서비스
지역을 물리적으로 커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서비스지역 전체에 대해 적
절한 앙각분포를 갖는 지에 대한 검토

이용 주파수대역의
국제등록 확보 가능성

다른 국가 위성망과의 혼신조정을 통해
국제등록확보 가능성에 대한 검토

그림 10.은 우리나라 주변을 중심으로 5,900-6,400

다. 총 90개의 위성망이 국제등록되어 있으며 궤도 1도
당 평균 2.25개의 위성망이 등록되어 있다. 그림 11.은

에서의 위성망 국제등록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총 108
개의 위성망이 국제등록되어 있으며 궤도 1도당 평균

2.4.1 위성궤도 위치별 서비스지역 및 앙각분포 분석

2.7개의 위성망이 등록되어 있다. 그림 12.는 우리나라

그림 13.에서 그림 15.는 궤도위치별(동경 128.2도, 동

주변을 중심으로 14,000-14,500 MHz대역에서의 위

경 100도, 동경 160도) 위성망의 서비스 가능지역 및 앙

성망 국제등록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각분포현황을 나타낸다. 위성이 동경 128.2도에 위치

총 109개의 위성망이 국제등록되어 있으며 궤도 1도당

하는 경우(그림 13. 참조), 한반도 및 동남아시아, 뉴질랜

평균 2.73개의 위성망이 등록되어 있다.

드를 제외한 오세아니아주가 앙각 30도 이상인 영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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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14.0-14.5 GHz대역 국제등록현황

140

포함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모든 지역

반도, 일본, 호주 대부분 지역 및 뉴질랜드가 앙각 30도

이 앙각 40도 이상인 영역에 포함되므로 강우감쇄 등의

이상인 영역에 포함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 살펴본

대기손실률이 낮아 링크품질이 가장 좋을 것으로 분석

바와 같이 위성링크의 품질을 고려하는 경우, 우리나라

된다. 가장 안쪽 원부터 앙각 30도, 25도, 20도, 15도,

에서 바라본 위성의 앙각이 30도 이상 되는 궤도위치를

10도, 5도를 나타내며, 가장 바깥쪽 원은 앙각 0도로써

고려하여 동경 100도부터 동경 160도 이내의 범위를

가시영역을 나타낸다.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위성이 동경 100도에 위치하는 경우(그림 14. 참조), 한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무궁화위성은 동경 113도 및

반도 및 중동아시아, 호주 동부지역을 제외한 호주 일부

116도에서 운용되고 있으며, 천리안위성은 동경 128.2

가 앙각 30도 이상인 영역에 포함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도에서 운용되고 있다. 2018년 말에 발사예정인 정지궤

위성이 동경 160도에 위치하는 경우(그림 15. 참조), 한

도복합위성은 동경 128.2도에서 운용될 예정이다.   

2.4.2 이용주파수대역의 국제등록 확보 가능성
이용주파수대역의 국제등록 확보 가능성은 우선적으로
해당궤도에서 운용하고 있는 다른 국가 위성망의 국제
등록현황을 파악하고 혼신조정을 통해 국제등록이 가능
할 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전 세계적
으로 통신위성서비스제공을 위해 C, Ku 및 Ka대역이
많이 사용 중에 있으나, C대역과 Ku대역의 국제등록현
황을 분석해 보면 사실상 기존 위성들의 사용이 포화상
태에 있어 혼신조정을 통한 새로운 위성이 확보하는 가
그림 15. 160도에서의 서비스지역 및 앙각분포

능성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분석된다. 그림 16.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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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100도에서의 서비스지역 및 앙각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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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128.2도에서의 서비스지역 및 앙각분포

우리나라 3개 위성 궤도위치
중국 41개 위성 궤도위치
일본 22개 위성 궤도위치

그림 16. 한·중·일 위성망 운용현황 (동경 60도~동경 180도)

Special
특집

년 5월 현재, 동경 60도부터 동경 180도까지 한국, 중

및 주파수 국제등록업무와 관련된 국제등록절차 및 전

국, 일본의 위성망 운용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따

파법 관련규정을 검토하였으며, 우리나라 주변을 중심

르면 중국 및 일본은 각각 41개, 22개의 위성으로 우리

으로 기상위성업무, 지구탐사위성업무 및 고정위성업무

나라의 3개의 위성에 비해 상당히 많은 위성을 확보하

용 (상업용)으로 분배된 각 주파수대역에 대한 국제등록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위성궤도 및 주파수 자원이

현황을 소개하였다. 또한 위성서비스지역에 대한 분석

강대국들에 의해 선점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더

으로 동경 100도에서 동경 160도까지의 위성궤도위치

많은 위성궤도 및 주파수 국제등록이 시급하다는 것을

별 서비스지역 및 앙각분포현황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알 수 있다.

서 바라본 위성의 앙각이 30도 이상 되는 궤도위치를 고
려하여 우리나라에서 운용할 위성의 궤도는 동경 100
도부터 동경 160도 이내의 범위를 고려할 수 있을 것으

3. 맺음말

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주변 타국의 위성
망 운용현황을 볼 때 우리나라가 더 많은 궤도 및 주파

인공위성을 발사하여 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

수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로 소요되는 궤도 및 주파수 자원의 확보가 필수적으로

다. 본 자료는 우리나라 정지궤도위성의 국제등록을 위

수행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정지궤도위성의 궤도

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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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 LNG 인수기지 및
주요설비 개요

Research & Analysis

그림 1. 인천생산기지 야경

연구분석

천연가스는 자연적으로 발생하여 지하에 매장되어

형태로 전환하여 수입·사용하고 있다. LNG의 이송에

있는 혼합기체로 가스전에서 직접 채취하거나 액화천연

는 LNG 수송선을 사용하는데 LNG를 담아두는 화물창

가스를 기화시킨 기체상태의 연료용 가스를 말하며 생

시스템 (Cargo Containment System) 에 따라 Moss형과

산지에서 소비지까지의 유통형태에 따라 크게 PNG와

Membrane형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으며, 외관과 관제

LNG로 구분된다.

탑의 시야확보 우수성 등으로 현재는 멤브레인형 LNG

PNG (Pipeline Natural Gas)는 가스전에서 채취한 천연

수송선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가스(NG) 를 소비지까지 배관을 통해 공급하는 가스를

이렇게 LNG 수송선을 통해 수입된 LNG는 생산기지

말하며 유럽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천연가스 사용방법

(Receiving Terminal)에 접안한 후 하역암 (Unloading

이다. 이에 반해 LNG(Liquefied Natural Gas)는 천연가

Arm)을 통하여 생산기지의 LNG 저장탱크로 이송되며

스를 -162℃로 냉각시켜 부피가 1/600로 축소된 액화

기화되어 사용이 될 때까지 저장탱크에 보관이 된다.

가스를 의미하며 일본이나 우리나라 등에서 일반화되어

천연가스 LNG 인수기지의 주요설비로는 부두설비와

있는 천연가스 사용방법이다.

하역설비, LNG 저장탱크, 증발가스압축기, 재액화기,

극동아시아에 속하는 일본, 한국, 중국은 많은 양의 천

1차 및 2차 펌프, 해수식기화기, 연소식기화기, 계량

연가스를 사용하지만 자체적으로 그 사용량을 충당하

설비, 부취제주입설비, 소각탑 및 방출탑, 주배관 등이

지 못하기 때문에 러시아, 호주, 서아시아 지역의 천연

있으며 이들 각각의 역할 및 발생 가능한 위험성을 점

가스 생산국가들로부터 천연가스를 이송이 편리한 LNG

검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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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천연가스 LNG 인수기지 공정도

부두설비

하역설비
LNG 수송선이 부두에 고정되면 보통 3개의 LNG

스 LNG 인수기지까지 인도되며 부두에 접안 된다. 부

하역암 (Unloading Arm)과 1개의 NG암 (Arm)을 연결하

두의 위치는 항로, 수심, 조류속도, 조류방향, 회전분지

고 LNG 수송선측의 이송펌프를 이용하여 육상에 있는

(Turning basin), 하역설비와 LNG 저장탱크간의 거리,

LNG 저장탱크로 하역배관을 통해 LNG를 이송한다.

주변의 위험설비 및 인근 다른 부두와의 안전거리 등을

이때 하역암들과 수송선의 배관이 확실하게 연결되어

고려하여 선정한다. 이렇게 생산기지에 도착한 LNG 수

LNG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또한 하역암은

송선은 하역 중 배의 움직임을 줄이기 위해 로프(Rope)

육상이나 선박에서 화재나 재난 등 예기치 않은 사고발

나 와이어를 계류돌핀(Mooring Dolphin)에 묶음으로서

생 시 육상설비와 선박을 긴급히 분리할 수 있는 긴급분

부두에 고정·계류된다. 이때 펜더(Fender) 등을 이용하

리연결기(Quick Release Coupler)의 기능도 갖추고 있

여 LNG 수송선이 접안돌핀(Breasting Dolphin)에 접촉

어야 한다.

할 때 충격을 줄여주도록 하며 조류, 풍속, 파고 등을 고

LNG를 하역하는데 NG암을 연결하는 이유는 수송선에

려하여 접안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인지를 확인한 후,

서 LNG를 하역하면 수송선의 저장탱크 내 LNG가 줄어

접안선박의 접안속도 및 각도를 기준치 이내가 되도록

드는 만큼 탱크압력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하여 접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탱크의 손상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생산기지에서 발생

22
23
2015 No.2 Vol.117

LNG 수송선은 예인선 (Tug Boat)들에 의해 천연가

Risk & Insurance

Vent Stack

하는 증발가스를 배에 공급하여 압력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다. 이때 생산기지에서 발생한 증발가스를 LNG 수
송선으로 보내주는 설비를 반송가스송출기(Return Gas

LNG배관
LNG배관의 설계시공에 적용되는 규정은 우리나

Research & Analysis
연구분석

Blower)라 한다.

라에는 아직 없다. 국제적으로는 미국의 ANSI, API,

이와는 별도로 LNG 수송선의 입항에 따른 하역초기에

ASME, AWS, AA와 영국의 BG, 독일의 DIN, 일본의

는 증발가스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온도가 일부

JIS, JPI 등이 사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미국코드

상승한 상태인 하역배관으로 LNG를 하역하는 과정에서

(Code)를 주로 사용한다. LNG 배관에서 일반적으로 고

LNG의 기화가 활발하여지기 때문이다. 하역이 없는 때

려되는 사항은 ① 마스터 플롯 플랜 (Master Plot Plan)

에도 LNG 하역배관의 온도를 저온으로 유지하기 위하

검토 시 LNG 하역경로, BOG 압축기, 기화기 등의 배

여 적당량의 LNG를 순환시키는데 이를 저온유지(Keep

치상태 ② 운전압력, 운전온도 등을 고려한 베이퍼 포켓

Cooling)라 한다. 저온유지를 하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

(Vapor Pocket)형성 방지방안 ③ LNG 배관의 큰 온도

이다.

차이로 인한 수축, 팽창에 대한 대응방법 ④ 가연성 액

첫째는 LNG 하역 시 많은 양의 BOG가 발생됨으로 배

체의 누설방지를 위한 조인트방식 ⑤ 밸브에 의해 블록

관압력이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며, 둘째는 웜업

차단이 되는 배관의 경우 저온에 견딜 수 있는 Thermal

(Warm-up)과 쿨다운(Cool-down)을 반복할 경우 배관

Relief Valve 설치 ⑥ 배관의 앵커점에 사용하는 재질의

수명이 단축되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열전달현상 ⑦ 밀림하중이 발생하는 저온부 배관의 경

LNG 수송선 1척에 선적된 LNG의 양은 수송선의 크기

우 저온취성을 일으키지 않는 재료사용 및 적절한 배관

에 따라 보통 125,000㎥(약 57,000톤)에서 170,000㎥

구조 고려 ⑧ 쿨다운 (Cool-down) 시 배관의 뒤틀림이

(약 77,000톤)정도로 이 LNG를 생산기지의 LNG 저장탱

나 찢어짐 방지를 위하여 배관온도 감시를 위한 일정간

크로 하역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2시간 정도이지만 하

격의 온도계 설치 ⑨ 배관의 수축·팽창에 대비한 조인

역준비과정, 배에서 필요한 식료품과 보수용 자재의 선

트(Joint) 고려 ⑩ 저온취성 파괴가 일어나지 않고 충분

적 및 승무원 교체 등으로 부두에 정박하는 시간은 21시

한 강도를 가지며 가공성·용접성이 용이하고 가격이 높

간 정도이다. LNG 하역이 시작되면 하역배관으로부터

지 않은 배관재(예; 스테인레스강) 선정 ⑪ 배관내부와 외

LNG의 일부를 채취하여 LNG의 조성, 열량 및 중량 등

부 사이의 큰 온도차(약 190℃)로 인해 배관 외부로부터

을 분석하며, LNG 하역이 완료되면 LNG선은 하역설비

내부로의 열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냉시스템 선정

와 분리된다.

및 적용 등이 있다. LNG 배관은 시공상 품질관리가 매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오만,

우 중요하다. 배관이나 밸브용접의 경우 배관 내로 이물

카타르, 호주, 러시아, 예멘 등 18개국으로부터 3,900

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며 주위환경을 깨끗이 하여야

만톤(´13년 기준)의 LNG를 도입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

한다. 용접 시 용접절차와 비파괴검사도 엄격하게 진행

까지 LNG 수송선이 왕복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15일

하여야 하며 열하중사이클 (Thermal Load Cycle)에 의

정도이고, 중동지역은 1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한 반복적 하중이 걸리는 부위에 대해서는 피로현상 등
을 충분히 고려하여 검사를 하여야 한다. LNG배관의 쿨

다운(Cool-down) 시에는 급격한 온도변화를 피하여 배

기설비, 가스의 누출 및 화재를 감시하기 위한 안전설비

관에 미치는 열하중을 줄여야 하며, 서서히 온도를 내려

등이 있다.

내용물의 누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LNG 저장탱크

LNG 1차펌프(Pump)
LNG 펌프는 탱크에 설치되는 저압용의 1차펌프와
고압송출용으로 사용되는 고압의 2차펌프로 분류된다.

천연가스 LNG 인수기지를 운영하고 있다. LNG 저장탱

1차펌프는 탱크 내에 저장되어 있는 LNG를 인출할 때

크는 수요가 적은 계절에 LNG를 저장하였다가 수요가

사용하는 펌프로서 송출압력이 4.5~15㎏/㎠로 그 토

공급보다 많은 동절기에 LNG를 보충해주어 수요와 공

출공정 특성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하고, 2차펌프의 송

급사이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완충역할을 한다. LNG 저

출압력은 가스공급압력에 따라 결정된다. 1차펌프의 운

장탱크 1기의 용량은 10만㎘(4만7천톤), 14만㎘(6만6천

용은 2차 펌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흡입압력 저하로

톤), 20만㎘(9만4천톤), 27만㎘ (12만7천톤) 등 4가지 용

인한 2차펌프의 장해요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1차펌프

량의 저장탱크가 있다. 일반적인 LNG 저장탱크의 용량

를 적절하게 운용하여야 한다.

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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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LNG 수송선의 크기에 따른 인수 LNG량의 최소

둘째, 계절별 수요변동을 고려하여 하절기에 남는 양을
저장하여 동절기 부족한 양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돌발적인 기상현상에 대비하여 긴급의 비축량을
고려한다.

증발가스압축기
LNG는 주성분이 메탄 (CH4)이지만 약간의 에탄
(C2H6), 프로판(C3H8), 부탄(C4H10) 등도 포함하고 있

으며 생산지에 따라서 조성이 조금씩 다르다. LNG는 끓
는 온도가 약 -162°C인 초저온 액체이므로 LNG 저장

넷째, LNG의 특성상 밀도 및 온도차에 의한 롤오버(Roll

탱크 및 LNG배관 외부로부터 내부로 전달되는 열에 의

over)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LNG 생산국별로

해 증발하게 되는데 이렇게 증발된 가스를 BOG (Boil-

저장탱크 운영이 필요하다.

Off Gas)라고 한다. 증발가스압축기는 발생된 BOG를

LNG 저장탱크는 특수콘크리트 외벽과 -162℃ 초저온

재액화설비로 보내 다시 액화시키거나 기지 내 연료로

액체인 LNG를 외부의 열 유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용하기 위해서 증발가스를 압축하여 압력을 높이는

보냉재, 초저온에도 견디는 특수재질의 내벽과 부속설

설비이다. 또한 재액화가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하여 이

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장탱크 부속설비로는 저장

렇게 압축된 증발가스를 고압송출배관으로 직접 송출

되어 있는 LNG를 외부로 송출하기 위한 LNG 1차펌프

할 수 있도록 고압으로 압축하는 고압가스압축기가 설

및 LNG 저장탱크의 운전상태를 감시하기 위한 각종 계

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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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배의 용량을 필요로 한다.

Risk & Insurance

한국가스공사는 평택, 인천, 통영, 삼척의 4곳에서

재액화설비

해수식 기화기

Research & Analysis

증발가스압축기에서 압축된 증발가스를 LNG와 혼

LNG 기화는 전열설비에 의해 LNG를 기화시키기

합하여 다시 액화시키는 설비이다. LNG저장탱크에 설

위한 기화잠열과 -162℃로부터 상온까지 온도를 올리

치된 1차펌프에 의해서 가압된 LNG와 증발가스압축

는데 필요한 현열 등 210㎉/㎏ 정도의 열을 공급하면

기에 의해 승압된 증발가스는 각각 배관을 통해 재액

된다.

화기로 주입되고 혼합된다. 온도가 낮은 LNG (-150℃

기화설비는 LNG가 기화에 필요한 잠열 및 현열을 LNG

~-160℃)와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은 증발가스 (5℃

에 효율적으로 전달시키기 위한 장치를 말하며 ① 수요

~35℃)는 서로 섞이며 열교환을 통해 증발가스는 재액

변동에 신속하고 확실한 운전성 ② 장기사용에 견디는

화기 내에서 LNG (-130℃~150℃)로 응축되어 2차펌

내구성 ③ 안전성 ④ 경제성 등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

프로 이송된다. LNG의 온도가 올라갔는데도 기화되지

다. 기화기는 크게 LNG를 기화시키기 위해 바닷물의

않고 LNG 상태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압력이 올라가

현열을 이용하는 해수식 기화기 (예; ORV (Open Rack

면 액체의 끓는점이 상승하기 때문이다. 즉, LNG도 압

Vaporizer))와 천연가스를 연소시켜 발생하는 열을 이용

력이 올라가면 -162℃에서 끓는 것이 아니라 보다 높은

하는 연소식 기화기 (예; SMV (Submerged Vaporizer))의

온도에서 끓게 된다.

두 종류로 구분된다.
해수식기화기는 고압펌프로부터 이송된 LNG가 얇은 판

연구분석

의 형태로 만들어진 열교환기 내부를 보통 아래쪽에서

LNG 2차펌프

위쪽으로 통과하는 동안 상부에서 하부로 바닷물을 뿌
려서 해수의 현열을 LNG에 전달하여 기화시키는 설비

공급배관망을 통하여 전국에 걸친 수요처까지 천연

이다. 천연가스수요가 증가하여 해수식 기화기의 용량

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높은 압력이 필요한데 액체

이상으로 천연가스공급이 필요하게 되거나 겨울철 낮은

는 기체보다 쉽게 압력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액체상태

해수온도로 인해 해수식 기화기의 생산능력이 저하될

의 LNG를 기화되기 전에 2차펌프를 통해 약 80㎏/㎠의

때에는 연소식 기화기를 사용한다. 해수식 기화기는 운

고압으로 압축한다. 2차펌프는 저압의 LNG를 가압하여

전 중에 해수에 살고 있는 홍합, 굴, 따개비, 해초 등이

기화설비로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데, 전국배관망에

기화기 표면에 부착하며 기화능력감소와 기화기의 부식

공급되는 천연가스의 수요에 의해 운전되는 2차펌프의

을 일으키므로 일정기간 사용 후 표면을 세척하거나 해

수량이 결정된다. 2차펌프는 크게 Pump 및 Motor 부분

수자체를 염소처리하여 사용함으로 이를 예방할 수 있

으로 구성되어 있다. 펌프의 흡입배관에는 Filter가 설치

다. 또한 해수를 판넬에 고루 살포하기 위하여 Spray

되어 있으며 흡입배관으로 유입된 LNG는 펌프하부를 통

노즐을 사용하는데 이것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10메쉬

하여 여러 단의 압축단계를 거친 후 기화기로 이송된다.

(Mesh) 이하의 해수필터를 사용한다.

연소식 기화기

12~20㎎/㎥의 농도로 NG배관에 주입한다. 주입방법
은 드립 (Drip)과 증기, 액체펌프에 의한 분사방법이 있

연소식 기화기는 열교환기가 수조 속에 잠겨있는 방

다. 부취제 주입 시에는 부취제가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

식으로 수조안에 설치된 버너에서 공기와 천연가스를

하여야 하며 소량이라도 누설이 되면 대단한 악취가 나

연소시켜 발생되는 열로 물을 가열하여 LNG를 기화시

게 되어 지역주민의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 설비보

키는 설비로서 가열된 물속에서 내식성, 내열성이 강한

수 때나 부취제 탱크교체로 인한 설비 내 배기가스는 전

스테인레스 배관을 넣고 배관 내부에 LNG를 흘려보내

부 소각해야 한다.

기화시키는 방식이다. 설비가 컴팩트하여 공사비가 저
렴하고 운전조작이 간단하며 공기 대 연료비가 넓은 범
위에서 안전하게 연소한다. 연료로 가스를 사용하므로
공해가 없고 수중연소로 NOx에 대한 영향도 거의 없다.

기에 비해 비싸다.

소각탑(Flare Stack) 및 방출탑(Vent Stack) 설비는
긴급한 경우 안전밸브를 통해 방출되는 가연성 가스를
태우거나 대기 중으로 방출함으로써 발생되는 천연가스

부취제설비

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설비이다. BOG를 소각하여
배출하는 목적은 저압으로 방출되는 가스의 방출속도가
느리므로 공기중에 확산이 잘 되지 않고 -110℃ 이하

량의 계량을 위한 계량설비를 지나 가스가 누설될 경우

에서 공기보다 비중이 무거우므로 대기중으로 방출 시

냄새로 확인할 수 있도록 부취제를 주입한 후 전국배관

LPG처럼 지상에 내려앉아 폭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망을 통하여 천연가스 수요처에 공급된다.

반드시 소각하여 배출시켜야 한다.

부취제가 지녀야할 특성으로는 우선 독성이 없어

소각탑을 통한 BOG 배출이 필요한 경우로는 첫째, 공

야 하고, 주변에서 느낄 수 있는 냄새와 식별될 수 있

정 내에서 즉, 하역설비, LNG 저장탱크, LNG 배관 등

어야 하며, 극히 적은 농도에서도 취기를 느낄 수 있

에서 발생한 BOG 압력이 기준 이상의 압력으로 상승하

고, 다른 물질과 반응하여 취기가 사라지지 않아야 하

여 가스설비계통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소

며, 설비에 부식피해가 없어야 하고, 연소가 쉽게 되

각탑으로 소각하여 대기중으로 안전하게 방출한다.

며 연소 후에 물질이 가능한 적게 생겨야 한다. 또한

둘째, 기지건설 후 Cool-down 시 다량의 BOG발생으

쉽게 휘발되어야 하며, 관내에서 쉽게 액화되지 않아

로 정상적인 BOG 압축기 운용으로는 용량처리가 불가

야 하고, 물에 잘 용해되지 않아야 하며, 가격이 저렴

능하여 부득이 소각배출이 필요하다.

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천연가스용으로 사용

셋째, LNG 수송선으로부터 LNG 인수 시에 다량의

하고 있는 부취제는 TBM (Tert-butyl Mercaptane)

BOG가 발생하고 공정 과정상 회수설비공정으로 되어

과 THT (Tetrahydrothiophene) 를 7:3의 비율로 섞어

있지 않을 때 부득이 소각배출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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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화기를 거쳐 기체상태로 된 천연가스(NG)는 송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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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은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므로 운전비가 해수식기화

소각탑(Flare Stack) 및 방출탑
(Vent Stack) 설비

소각방식은 파이로트버너를 항상 점화하여 놓고 가스배

한 안전을 최대로 고려하여 설비들을 설치하고 운영하

출시 기 점화되어 있는 파이로트버너에 의해 소각하는

여야 한다.

방식과 BOG방출 시에만 전기아크에 의하여 점화하여
소각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다.
소각탑의 높이 결정은 인근설비와의 안전거리에 영향을
받는다. 인근에 설비가 없을 경우 낮아도 되나 인근에
설비가 있을 경우 소각탑의 높이는 소각탑에서 방출되
는 복사열에 의해 주위 시설물에 도달되는 열량이 기준

LNG 취급시 고려사항
LNG를 취급하거나 LNG와 접촉하는 설비에 대한 설
계를 진행할 경우 다음의 특성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값 이하가 되도록 정해져야 한다.
생산기지에서 방출탑(Vent Stack)은 기화기에서 가스를

Research & Analysis

송출하여 계량기 및 긴급차단기를 지나 가스를 송출하
는데 발전소, 도시가스회사 등의 수요처나 수요계통의

온도

연구분석

이상으로 기화기에 공급된 LNG량의 조절과 공급배관의

LNG는 대기압에서 -162℃에서 비등하며 낮은 온도

송출량의 조절이 잘 안될 때나, 공급배관의 이상으로 기

로 인해 부적절한 건설자재가 사용되는 경우 LNG 액체

화기 긴급차단변의 작동으로 기화기 내에 있는 LNG의

및 증기는 이러한 자재를 취화하여 파괴시킬 수 있다.

계속된 기화로 기준내압 이상으로 압력이 상승되어 기

또한 누출된 LNG는 살아있는 동물과 접촉할 경우 급속

화기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천연가스를 방출할 때

히 손상을 주기 때문에 치명적일 수 있다.

사용된다. 기화기에서 방출하는 가스량이 대량이고, 고
압이어서 방출속도가 너무 빨라 소각을 할 수 없기 때문
에 대기방출을 하게 되며 방출탑의 높이는 방출된 가스
가 확산에 의한 착지가능 장소에서의 농도가 폭발하한

기화

이하가 되도록 결정한다. 방출탑에는 가스방출시 인화

대기압에서 LNG는 대략 600배 체적의 가스로 팽창

로 불이 붙을 우려가 있어 방출가스의 화염을 소화하고

되며, LNG가 외부로부터 열을 받아 기화되는 경우에는

방출탑 내에 남아있는 가스를 전부 제거하기 위하여 질

급속한 압력증가로 귀결된다.

소 퍼지설비가 필요하며 화염감시설비도 필요하다.
이상과 같이 천연가스 LNG 인수기지는 앞에서 설명한
일련의 설비의 흐름으로서 LNG를 인수하여 저장·펌
핑·가압·기화·계량·송출하는 설비들이 있으며 가스

액체팽창

소비처의 요구에 따른 가스송출량 조절에 용이하게 대

팽창할 수 없는 환경에서 LNG가 열원에 노출되었을

응할 수 있도록 공정이 구성되어 있어야 하며, 가연성이

경우에는 LNG의 높은 체적팽창계수 때문에 급속한 압

큰 초저온의 액화가스를 저장·생산·운영·관리하므로

력증가로 귀결된다.

특히 증발가스(BOG)의 발생, 처리 및 가스누설에 대비

가연성

뿐만 아니라 저온취성 때문에 플랜트설비에 상당한 손
상을 줄 수 있다.

LNG에서 생성된 증기 (주로 메탄)의 연소범위는

LNG에 의한 저온취성이 설계상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5~15 vol%이며, 생성된 증기가 한정된 공간에 축적되

못할 경우 취성으로 인해 생긴 2차손상은 사고의 확대로

어 점화될 경우 상당한 폭발압력을 갖게 된다.

쉽게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천연가스 LNG 인수기지 내
LNG 및 저온의 NG와 접촉하거나 접촉할 수 있는 설비
는 저온취성을 나타내지 않는 자재를 사용하도록 설계

질식제

되어야 한다.
LNG에 의한 사고의 위험성은 능동적 또는 수동적 보호
대책의 조합에 의해서 최소화 할 수 있다. 수동적 보호

있지는 않지만 이들 물질은 공기와 혼합되었을 때 산소

대책은 누설방지와 누설된 LNG를 위한 개수로 및 설비

치환에 의해 질식제 역할을 한다. 공기중 메탄의 치명농

에서 멀리 떨어진 저류지를 포함하고, 전형적인 능동적

도는 약 33vol%이다.

보호대책으로는 비상정지 (ESD) 및 소방시스템이 있다.
LNG 저장 및 공정의 안전성 이외에도 천연가스 LNG 인
수기지는 그 자체로서 상당한 위험성을 갖는 시스템을

사고특성

가스화하여 일반적으로 고압으로 배관시스템에 공급하
는 것이다. 기지 내 고압가스시스템에서 작은 구경의 배

두 가지 중요한 관심사항이 있다.

관이 파괴되어 점화된다면 상당한 위험성을 갖게 된다.

첫 번째는 기지 내에서 LNG 누설 및 유출의 결과이고,

이외에도 생산기지에서는 부취제와 같은 위험성 물질을

두 번째는 화재, 폭발 및 기타 사고의 영향에 대한 기지

이용하게 되며 이와 같은 화학물질은 사람에게 상당한

의 민감성이다.

위험성이 있으며 유실이 될 경우 기지경계 밖에도 나쁜

천연가스 LNG 인수기지 안전설계의 주목적은 탄화수

영향을 줄 수 있다.

소 누설빈도를 최소화하고, 누설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

안전한 천연가스 LNG 인수기지의 설계를 위해서는 능

생된 누설량을 최소화하게끔 하는데 있다. 탄화수소의

동 및 수동 안정성시스템에 대한 정성적 평가가 이루어

누설이 발생할 경우 상당한 화재위험성이 따르게 된다.

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지의 명확한 위치가 상세히

LNG는 쉽게 기화하여 점화원까지 상당한 거리를 가연

고려되어야 한다.

성 혼합물로서 확산할 수 있어 화재위험성을 갖고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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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 LNG 인수기지 내 설비의 안정성 검토에는

갖고 있다. 천연가스 LNG 인수기지의 주 기능은 LNG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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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탄 및 무거운 알칸계 물질은 자체적 독성을 갖고

Research & Analysis (2)

김 상 원   박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014년 원자력손해배상
배상조치의 변화

개 요
일본의 후쿠시마발전소 사고 후, 원자력손해배상제도 강화 필요성과 관련하여 배상책임한도의 상향조정 또는
무한책임 환원, 배상조치액의 증액 등이 강력히 주장되었다. 이에 정부는 사업자, 보험자, 관련 전문가와의 협
의를 거쳐 책임한도의 상향조정이나 무한책임화는 중·장기과제로 논의하기로 하고, 단기적으로는 배상조치액
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리하여 첫째, 배상조치액을 책임한도액인 3억 계산단위(SDR)1)로 인상
하고, 둘째, 배상조치간에 담보위험을 재조정하였는데 배상조치액을 인상할 경우 보험시장에서 인수를 어려워
하는 소위 환경손해를 국가보상계약이 담보하도록 하고, 한편 국가보상계약이 담보하고 있던 풍수해 손해는 책
임보험이 담보하기로 하였다. 셋째, 이와 관련하여 배상조치 단위인 부지주의 문언을 명확히 하여 의문의 여지
를 없애고 하나의 배상조치는 원자로 6개 호기를 초과하여 담보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넷째, 국가보상계약상
위험인수의 대가인 보상료의 수준을 현행의 1만분의5에서 1만분의20으로 인상하였다. 개정은 양법의 시행령을
각각 개정하여 2014년 12. 9 마무리 하였다.

1997년 개정 비엔나협약의 정신을 반영하기 위한「원
자력손해배상법」
의 개정이 있었다. 환경손해를 명시하
는 등‘원자력손해’
개념을 확대 및 구체화하고, 면책사

두 건의 법률이 있는데 1969년에 제정된「원자력손해

유를 축소하여 이례적 성격의 거대 자연재해를 면책사

배상법」(법률 제2094호)과 1975년에 제정된「원자력손

유에서 제외하며, 배상책임의 한도를 3억 SDR로 제한

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법률 제2764호)이 그것이

하고, 인적손해의 소멸시효기간을 30년으로 연장하며,

다. 전자는 무과실책임, 책임의 집중, 의무적인 사전배

배상조치액 상한을 이전의 90억원에서 3억 SDR로 상

상조치, 국가의 관여 등 원자력손해배상제도의 기본 내

향조정하는 등이 그 주요내용이다. 이때 개정한 내용이

용을 정하고 있는데, 관련 국제협약이나 다른 나라의 입

현재의 원자력손해배상제도의 기본 얼개로 그대로 유지

법례와 원리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 후자「원자력손

되고 있다.

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은「원자력손해배상법」
에
서 정하는 배상조치의 하나로 사업자와 국가간에 체결

다. 2014 개정 이전의 원자력손해배상제도 운영현황

하는‘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
의 담보위험, 보상료,

한국의 원자력손해배상제도는 위에서 기술한 얼개 내에

당사자의 의무 등을 정하는「원자력손해배상법」
의 부속

서 다음과 같이 운용되고 있다.

법이다.

I) 원자력손해배상제도는‘원자력사업자’
‘원자로의
운전등’및‘원자력손해’
를 제도운용의 기본개념으로

나. 1969년에 제도가 창설된 후 원자력산업의 발전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
하고 있다. 즉, i)‘원자력사업자’

에 맞추어 배상조치 등의 변경을 해오다가 2001년에는

설 또는 운영허가, 가공사업의 허가,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의

1) 국
 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 Special Drawing Rights를 말한다. 통화는 아니지만 국제거래의 가치척도로 사용되는데 2015. 6. 18 일
현재의 환율은 1 SDR ≒ 1584.89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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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한국의 원자력손해배상제도를 규정하는 법제로는

Risk & Insurance

1.	우리나라의 원자력손해배상제도

지정, 핵물질의 사용허가, 폐기시설 등의 건설·운영허가를 받

만료되기 전까지 부득이한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배상청

은 자 등)는 ii) 원자력관련 활동(원자로의 운전, 변환·가공·

구가 없었던 원자력손해는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이

사용후핵연료의 처리·핵연료물질의 사용·방사성폐기물의 저

하‘보상계약’
)이 담보한다.

장·처리·처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원자로의 운전

이러한 책임보험과 보상계약 외에도 공탁이 배상조치의

등’
) 중에 iii) 제삼자가 입은‘원자력손해’
를 배상하도록

하나로 정하여져 있지만 자산의 사장死藏 등을 이유로 예

하고 있다.

외적인 경우 외에는 실제로 활용되지 아니한다.

2) 원자력사업자는 3억 SDR의 범위 내에서 무과실

4) 국가는 사고의 규모가 배상조치를 초과하고 본 제

책임을 지며 오직 국가간의 무력충돌, 적대행위, 내란

도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또는 반란의 경우에만 면책된다. 이 책임은 원자력사업

국회의 의결을 얻어 사업자를 원조할 수 있다.

자에게 집중되는데 특약이 있거나, 제삼자의 고의, 중

Research & Analysis

과실이 있는 경우 외에는 연구개발, 설계, 부품공급, 안
전규제, 재정지원 등을 담당한 기타 주체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배상조치와 관련하여서는「원자력손해배상법」
에

2.	2014년 원자력손해배상제도의
변화

연구분석

서 배상조치의 상한을 3억 SDR 로 정하고 있고, 구체적

가. 2014년의 제도개선은 배상조치의 개선이다

인 배상조치금액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되 원자력

2011년 후쿠시마사고 후 개략적으로 보아도 손해액의

시설·활동의 종류, 취급하는 핵연료물질의 성질, 사고로

규모가 엄청날 것으로 추산되자2) 우리의 손해배상제도

발생할 결과 등을 감안하여 정한다. 발전소의 경우 2014

를 우려하는 여러 시선이 생겨나게 되었다. 당시 우리는

년 개정 전에는 부지당 500억원이었고, 사용후핵연료

책임한도가 3억 SDR이고, 배상조치는 가장 규모가 큰

중간저장시설 20억원, 가공시설이나 핵연료물질 사용

시설인 원자력발전소의 경우에도 부지당 500억원에 불

2000만원, 사용후핵연료처리 20억원 등이며 연구용 등

과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시설이나 활동에는 요구되는 배상조치액이 감액된다.

i) 배상책임 한도와 관련하여서는 3억 SDR로 제한하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이하‘책임보험’)이 위험 일반을

고 있는 책임의 한도를 아예 풀어 무한책임으로 환원하

담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 책임보험이 담보하지

거나3) 아니면 현행 책임한도의 3배인 9억 SDR로 인상

아니하는 위험 즉, i) 정상운전 등으로 인하여 생긴 원자

하자 4)는 등의 법안이 제출되었고,

력손해, ii) 풍수해 (해일·홍수·폭풍우·낙뢰 또는 지진으로

ii) 배상조치와 관련하여 3억 SDR을 책임한도로 하고

인하여 생긴 원자력손해), iii) 원자력사업자가 원자력손해

있는 현행의 법률 하에서라도 대통령령을 개정하여 시설

배상 책임보험계약에 의하여 보전받을 수 있는 기간이

별 배상조치액을 인상하자는 개정방안이 거론되었다.

2) 일
 본은 책임한도에 제한이 없는 소위 무한책임제도를 택하고 있었다. 당시의 의무적 사전배상조치액 은 ¥1200억 (당시 환율로 약 1조8000억원)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손해배상에는 태부족하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다. 2015년 6월5일 현재까지의 후쿠시마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지불총액은 약 ¥4조9773억에 달한다는 사실에서 저간의 사정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3) 김제남의원 대표발의 원자력손해배상법 일부개정 법률안 (2012. 10. 4.: 의안번호 2119)
4) 김상희의원 대표발의 원자력손해배상법 일부개정 법률안 (2012. 11. 14.: 의안번호 2573)

이러한 원자력손해배상제도 강화 움직임에 대하여 정

그리고 사회적 수용성 증진을 위하여 배상조치의 증액

부에서는 원자력손해배상에 관한 1997년 개정 비엔나

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사업자의 썩 내켜하지 않는 동

협약 및 보충배상협약에서 정한 상한선의 최소금액이나

의를 얻어 내었다6).

사고시뮬레이션을 통한 피해액 추산, 각국의 책임한도

변화의 전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수준, 국제협약상 요구되는 책임한도수준 등을 고려하
여 책임한도의 자체의 상향조정 문제는 장기과제로 검
토해 나가도록 하고, 우선은 대통령령을 수정하여 배상
책임한도(3억 SDR)의 약 1/10에 불과한 원자력발전소의

원자력손해배상조치액 인상(발전소)
개정 전
3억SDRs
(책임한도)

정부원조

나. 배상조치액의 인상

500억원



도액(SDR 300 Mil)과 일치시킨다는 방침을 정하였다.

보상계약
  정부의 

사업자 책임범위

조치

개정 후
3억SDRs

= 책임한도
= 배상조치액

보험계약

이에 대하여 사업자는 배상조치의 인상에 반대하였는데

보상계약

그 이유는 배상조치를 인상하면 보험료와 보상료가 대


사업자 책임범위

하기도 하며, 또 우리의 원자력산업이 거의 공기업인 점

  정부의 

조치

을 감안하여 만일의 사고시 배상자력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다. 배상조치수단간의 담보위험 조정

그러나 원자력손해배상제도에서 사업자에게 사전의 배

이렇듯 배상조치액을 3억 SDR로 인상하는 쪽으로 개정

상조치를 요구하는 목적은 배상자력의 확보뿐만 아니라

방향이 정하여지자 보험자 측으로부터 인수능력과 관련

동시에 만일의 사고시 적기에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목

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즉, 원자력보험 풀은, 소위 환경

적도 있고, 사업자의 파산을 방지한다는 목적도 있다는

(
환경손상으로 인한 환경이용과 관련된 경제적 이
손해‘중대한

점을 들어 설득하고, 또 공기업이라 하더라도 정부 예산

익의 상실’
과‘중대한 환경손상을 원상회복하기 위하여「재난

이 사업자의 배상을 직접 보완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5),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관계법령의 계획에 따라 취하였거나 취

(
제14조)을 교부금 등 단순한 무상지원으로 이해하
5) 배
 상조치 초과손해의 국고배상이라는 사업자의 이해는 상술한 국가의 지원「원자력손해배상법」
고 있는 데서 기인하는 듯하다. 그러나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국고와 (공)기업의 회계가 구별되어야 한다는 원론적 관점에서 보면 정책제안
으로는 몰라도 법제의 해석으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본다. 일본 사고에서도 정부가 무상으로 원자력사업자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채교
부, 금융기관차입의 보증 등으로 원조하고 있어 최종적 계산은 사업자에 귀속함을 볼 수 있다.

6) 이
 번의 배상조치 인상에서는 원자력발전소만 대상으로 하고 다른 시설이나 활동에 관하여는 인상하지 아니하였다. 실제 이러한 논의를 촉발한
것이 일본의 발전소사고였기 때문에 관심이 원자력발전소에 집중된 결과이기도 하지만 향후 다른 시설의 적정한 배상조치수준도 검토하여야 할
것이고, 또 향후 시설해체가 본격화될 경우 각 단계별 배상조치 수준 등도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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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 인상된다는 우려를 표시하고, 이는 외화유출을 의미

전쟁,
내란,
반란,
적대행위

Risk & Insurance

조치액과의 괴리를 없애기 위하여 배상조치액을 책임한

보험계약

(배상조치액)

이와 같이 정부에서는 배상책임한도액 인상이나 한도
철폐는 장기검토과제로 하고, 우선 책임한도액과 배상

전쟁,
내란,
반란,
적대행위

(배상조치액과 실손해액간의 괴리가 있으면
국회의결로 가능)

배상조치액을 인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여야 할 조치비용’
: 이는 2001년의「원자력손해배상법」개정
시‘원자력손해’
의 개념에 새로이 포함됨)를 담보범위에 포함

할 경우 자신의 인수능력이 국내외를 통틀어 약 1500억
원 수준에 불과하며, 특히 새로 도입된‘환경이익 상실
및 조치비용’중 일부의 세부항목이 원리상 보험자체가
불가능 (uninsurable)하다고 이의를 제기하였다7).
2001년 법개정시‘원자력손해’
에 환경손해가 포함되었
음에도 보험자가 이전에 환경손해 부담보의 문제를 제
기하지 않았던 것은 보험금액이 비교적 소액 (부지당 500
억원)이었던 때문인데, 왜냐하면 원자력사고가 있을 경

Research & Analysis

우 어차피 수색 및 구조(search & rescue) 등 초기비용
이나 전통적인 인적, 물적손해를 전보하는 데에도 보험

표 1.	개정 전
책임보험
-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 일반
•인적, 물적손해
(•환경손상관련 이익상실
•방재조치비용 포함)

보상계약
- 보험이 담보하지 않는 위험
•정상운전 중의 손해
•해일, 홍수, 폭풍우, 낙뢰, 지진
•부득이한 사유로 보험계약상
보전청구기간 내에 배상청구
가 없었던 손해

표 2.	개정 후
책임보험

보상계약

- 보험이 담보하지 않는 위험
•정상운전 중의 손해
•환경손상 관련 이익상실
•방재조치비용
(해일, 홍수, 폭풍우, 낙뢰, •부득이한 사유로 보험계약상
보전청구기간 내에 배상청구
지진 포함)8)
가 없었던 손해

-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 일반
•인적, 물적손해

금 500억원이 조기에 소진될 것이므로 환경손해 부담보
의 문제를 제기할 필요성이 실제로는 없었다는 것이다.

책임보험과 보상계약간의 담보사항 조정 또는 새로운

그리하여 정부는 사업자와 보험자를 독려하는 등 대안

역할분담 내용과 궤를 같이 하여 보상계약 약관과 책임

을 모색하였으나 환경손해의 불확실성이 피할 수 없는

보험약관도 수정되었다.

연구분석

전제로 되는 한 보험시장에서 달리 대안을 찾을 수 없다
는 것을 이해하고 환경이익상실 및 조치비용을 보상계
약에서 담보하는 것으로 하였다.
다만, 이와 동시에 제도 창설부터 현재까지 보상계약이

라. 부지주의의 문언 명확화
「원자력손해배상법 시행령」별표의 비고에서 다음과 같
이 규정하고 있었다9).

담보하고 있던‘풍수재’즉 해일, 홍수, 폭풍우, 낙뢰,

비고 : 동일한 공장이나 사업소(원자로를 선박에 설치한 경우에는

지진에 의한 손해를 책임보험이 인수하는 것으로 하였

그 선박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내에서 행하는 원자로의 운전 등이

다. 이번 개정으로 조정된 배상조치간 담보범위의 변화
를 보면 다음과 같다.

이 표의 각호의 사항 중 2 이상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사항에 대한 배상조치액 중 많은 금액을 당해 공장이나 사
업소의 배상조치액으로 한다.

7) 책
 임이 3억 SDR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총액 중 배상절차 진행법원과 배상의 선후에 따라 환경손해와 여타의 손해의 비율이 달라질 수
있어 문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었다. 따라서 보험이 환경손해를 보상하는 경우와 환경손해를 제외하는 경우로 단순히 구분하여 시
장의 보험인수 가능액을 파악하였다.
8) 배
 상조치가 보상계약에서 책임보험으로 달라진 풍수해를 책임보험이 담보한다는 별도의 문언은 없다. 왜냐하면 보상계약에서 열거되지 아니
한 위험은 책임보험이 담보하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개정 이전에도 책임보험이 특약으로 담보하고 있어서 이중으로 담보되고 있었던 셈. 약
약관에서 이중담보의  경우 책임보험이 우선적용 되도록 하고 있다.
9) 1969년 일본의 것을 모델로 하여「원자력손해배상법」및 그 시행령을 만들 때 일본의 문언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여기 사업소가 우리의 발전
본부냐 아니면 발전소냐 하는 등의 해석들이 있었으나 일반적으로 부지주의라고 생각되고 있었다.
부지주의는 하나의 공장 또는 사업소(부지)에 수개의 원자력시설이 있을 경우 그 부지에서 방출된 방사선에 의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그것
이 어느 시설에서 방출된 것인가 가리기 어려울 때를 대비한 것이다. 부지주의에 의하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 부지로부터 방출된 방사선에
의한 손해가 있은 때에는 어느 시설에서 방출된 방사선에 기인한 것인지 불문하고 그 부지에 대한 배상조치로 전보를 받을 수 있고,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해당 부지의 배상조치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부지 밖에서의 핵연료물질의 운반에 대하여는 당연히 부지주
의의 적용이 없다.

이것이 정확히 부지주의를 나타내는 것인가에 의문이

를 예측해 낼 수 있는 유의의한 수준의 사례가 누적되어

있다는 견해, 특히‘같은 종류의 시설이 동일부지에 있

있지 않고 피보험자 수도 많지 않다. 따라서 보험료나

는 경우에 관한 정함은 없지 않는가’
라는 의문에 따라

보상료의 결정에 어려움이 있고 어느 정도 주관적 요소

「원자력손해배상법 시행령」별표 비고에 다음을 추가하
였다

를 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개정을 통한 담보위험조정에 따라 보상료율을 어

2.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조치는 동일한 공장이나 사

느 수준으로 개정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의 고

업소를 기준으로 한다.

려 요인으로는 i) 보상계약 담보범위에 추가된 위험(환경
손해)을 고려한 인상요인, ii) 자연재해의 책임보험 이관

에 따른 인하요인, iii) 총액 3억 SDR 범위 내에서 책임보

기 들어섬에 따라 하나의 배상조치(책임보험 또는 보상계

험에서 배상한 부분 만큼은 보상계약상의 보상에서 제

약)가 위험을 담보할 수 있는 발전용 원자로는 최대 6개

외하는 데 따른 인하요인 및 iv) 기타 해외사례 및 사업자

호기로 제한하고, 이를 넘을 경우 별도의 배상조치를 하

의 보상료 부담 증감 요인 등을 감안하여야 하는 어려운

여야 한다고 하였다.

작업이었다.

3. .... 동일한 사업소 내에서 발전용원자로가 6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발전용원자로에 대해서는 별도의 손해배

정부는 상술한 여러 요소를 감안하여 보상료를 현행
5/10,000 에서 20/10,000으로 인상하였다10).

상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도의 손해배상조치마다 발전
용원자로는 6기를 초과할 수 없다.

바. 개정의 반영형식(법령)
마. 보상료율의 인상
위 다.에서 본 바와 같이 배상조치간 담보위험의 조정을

1)	원자력발전소 배상조치인상 :「원자력손해배상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가목 수정

통하여 i) 이전에 보상계약이 담보하던 자연재해(소위 풍

2)	배상조치간 담보위험조정 :「원자력손해배상 보

수해)는 책임보험이 담보하게 되고, ii) 책임보험이 담보

상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정상운전의 범

하던 환경손해는 보상계약이 담보하게 되었으므로 보상

위 등) 제2항 제1호를 삭제하고 제3호 및 4호 신설

요율의 조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보험계약은 사고확률과 보험금액, 사무관리비용과 보험
자의 적정 이윤을 요소로 하는 유상계약이지만 원자력
분야에서는 이재율을 추출하거나 사고규모(위험의 크기)

3)	부지주의 문언의 명확화 :「원자력손해배상법시
행령」별표, 비고 수정
4)	보상요율의 인상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보상요율)에 반영

10) 후쿠시마사고 후 일본도 20/10000으로 보상료율을 인상하였다. 우리의 경우 원자력발전소 보상료 수준이 현재의 1.25억원 수준에서 48.8
억원 수준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 배상조치액 인상에 따른 보험료 부담의 증가도 예상되어 사업자의 배상조치비용 총액이 상당
히 증가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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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배상조치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Risk & Insurance

이와 함께 같은 부지에 다수의 발전용원자로가 다수 호

Proposal

화학사고 RISK관리제도
-장외영향평가 및 위해관리계획
김 영 도 대표
(주) 셉티코

2012년 경북 구미(플루오린화 수소
-불산가스) 누출사고
2012년 9월27일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 제4국가산

이후에도 화학물질 유출사고 등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산업현장의 근로자 및 주변 주민 등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국내 주요 화학물질 유출사고 및 사고사례
를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업단지에 위치한 화학제품 생산업체인 휴브글로벌에서
플루오린화 수소(일명 불산가스)가 유출되어 5명이 사망
하고, 18명이 부상을 당하였다. 또한 공장일대의 주민
1만2000여명이 치료를 받았고, 주변 212ha에 있던 농
작물이 고사하고, 가축 4000여 마리가 폐사했다. 사건

 로운 화학사고 RISK관리제도
새
-장외영향평가, 위해관리계획
화학사고의 발생과 누출로 인한 피해들은 새로운

험성을 몰라 피해를 키웠으며, 화학사고에 대한 전 국민

RISK관리제도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현재 정부는 기

의 관심을 일으키게 하는 계기적 사건이 되었다.

존의 화학사고 RISK관리제도의 하나로 운영되고 있는

표 1. 2000년대 주요 화학물질 유출사고
연 도

주 요 사 고

피 해 규 모

반월공단 폭발사고

5명 사망, 48명 부상

2005

여수산업단지 염화수소유출

65명 중독

2008

김천 페놀유출

2명 사망, 14명 부상

2012

구미산업단지 불화수소유출

5명 사망

화성 불화수소유출

1명 사망

상주 염화수소유출

-

청주산업단지 불화수소유출

1명 부상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유출

1명 사망, 4명 부상

구미 LG실트론공장 질산, 불산유출

-

구미산업단지 염소가스유출

160여명 중독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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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자료 : 환경부

매년 20여건 크고 작은 유출사고발생 (신고기준)

표 2. 주요 화학물질 사고사례
발생일시

업 체

사 고 내 용

Risk & Insurance

발생 당시 출동한 소방당국과 주민 모두 불산가스의 위

원 인

2007. 2. 15

단양 제지회사

탱크로리전복 탄산칼슘 20t 농경지유출

운전자 부주의

2007. 6. 5

부산 페인트공장

페인트 혼합물질에 정전기원인 화재

취급부주의

2008. 1. 10

구미 유리공장

염산탱크폭발 인부 1명 사망

취급부주의

2008. 10. 22

울산 비료공장

질산저장시설 밸브노후로 인한 누출

시설노후화

2009. 6. 20

부산 화학회사

원료혼합 중 반응기폭발

취급부주의

2009. 9. 23

시흥 약품회사

폐수혼합 중 가스·연기발생

취급부주의

2010. 6. 24

경산 반도체회사

질산저장탱크서 유독성 가스발생

취급부주의

2010. 9. 9

광주 철강회사

과산화수소 이송 중 300ℓ 하수관로 유출

취급부주의

2011. 3. 5

진천 철강공장

수산화나트륨 이송 중 배관노후로 하천유출

관리부주의

2011. 4. 27

당진 화학공장

염산유출 뒤 염산희석수 8~10t 유출

취급부주의
자료 : 환경부

공정안전보고서 (고용노동부), 안전성향상계획 (산업자원

경우에는 사업장경계 외부에 대한 영향을 고려한 유해

통산부)와 더불어 장외영향평가 및 위해관리계획(환경부)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계·배치 및 관리에 그 영역을

이라는 제도를 새로 이행하게 됨으로써 유해화학물질을

보완하여 관리함으로써 화학사고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

다루는 사업장의 설비 설치단계에서부터 운전·비상단

하고자 하는데 그 목표를 가지고 있다.

계에 이르기까지 사고예방시스템을 구축하여 화학사고

특히 장외영향평가서의 경우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취

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함에 목적을 두고 있다.   

급설비·장치의 안전한 설계·설치 및 설비장치가 제기

기존 공정안전보고서와 안전성향상계획서가 사업장 내

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전히 유지관리함에 초점을 두

부의 근로자 및 시설의 보호에 영역이 한정되어 있었다

고 있으며 위해관리계획의 경우 이러한 장외영향평가의

면, 2015년 시행되는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의

범위를 포함하여 인적관리를 통한 안전운전 및 사고발

표 3. 국가별 화학사고 RISK관리제도 비교
구 분

미국

Proposal

신규설비의
입지허가제도

안전관리시스템

유럽

지방(Local)
주(State)마다 차이

토지이용계획-SevesoⅡ
(Land use planing)

국가별 다른 수준

Safety management
system

제언

PSM(OSHA)
RMP(EPA)

(SevesoⅡ, 영국 COMAH)

Safe Technology

Safe Management

설비장치의 안전한 설계·설치 및
설비-장치가 제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전한 유지·관리

장외영향평가

위험관리계획

화학물질 취급시설 종합관리

설계·설치(장외영향평가)에서
안전운전 사고대응(위해관리계획)까지
그림 1. 2009년∼2014년 화재원인별 분류

한국
산단입지 심사
(산업통상자원부)

공정안전보고서(PSM)
안전성 향상계획(SMS)
2015 추가시행제도
장외영향평가
위해관리계획

Emergency Planning

생 시 사업장의 사고대응의 측면까지 관리하게 된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에 대한 주요사항을

현재 산업계는 2015년 1월1일자로 화학물질관리법 및

장외영향평가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지역의 사람이나
개 요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작성자 요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운영자로써
- 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 16시간과 장외영향평가 작성자 16시간을 이수한 자
- 환경부지정 장외영향평가 작성전문기관
(2015년 4월 국내 40여개 기관 지정)

제출시기

기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유독물 영업등록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
- PSM 7개 업종, SMS 작성대상자 - 2015.12.31까지
- 그외 PSM 대상자 중 유해화학물질 연간 1000톤 이상 - 2016.12.31
- 그외 PSM 대상자 중 유해화학물질 연간 1000톤 이하 - 2017.12.31
- 위 1~3 이외의 자로서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연간 100톤 이상 - 2018.12.31
- 위 1~3 이외의 자로서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연간 100톤 미만 - 2018.12.31
위 이외에 이법 시행당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한 자
-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연간 100톤 이상 - 2018.12.31일까지
-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연간 100톤 미만 - 2018.12.31일까지
신규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착공 30일전 제출

제출방법

화학물질안전원 제출, 30일 이내에 적합성 여부 검토결과 신청인에 통보

작성내용

기본평가정보
- 취급물질정보 : 화학물질목록, 취급량, 유해성정보
- 취급시설정보 : 취급시설목록, 공정정보, 운전절차 및 유의사항
- 취급시설 주변지역 입지정보 및 기상정보

38
39
2015 No.2 Vol.117

보고서

Risk & Insurance

제출대상

1. 최초신고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
2. 변경신고
①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 허가사항 해당시
- 업종별 보관·저장시설의 총용량 또는 운반시설 용량 50/100이상 증가시
- 연간제조량 또는 사용량 50/100이상 증가시
- 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 품목변경시
- 장외평가정보 변경시
동일 사업장 내의 취급시설 50/100 이상 증설
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 품목변경
사업장 부치 경계로 취급시설의 위치변경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변경의 장외영향이 변경시
사업장의 소재지 변경시 (사무실만 있는 경우 제외)

작성내용

장외평가정보
- 공정위험성 분석 , 사고시나리오, 사고가능성 및 위험도 분석
- 사업장 주변지역 영향평가
- 안전성 확보방안
취급물질의 목록/취급량/유해성 정보
취급시설의 목록/공정정보/운전절차 및 유의사항
타 법률과의 관계정보

소량물질 취급시
환경부고시 제20142014-260호

사본
취급시설 및 주변지역의 입지정보, 기상정보
사고시나리오, 사고가능성 및 위험도 분석
사업장 주변지역 영향평가
안전성 확보방안

장외영향평가서
간소화
제출대상

PSM, SMS 작성대상

장외영향평가 면제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자

(단 사고예방계획 및 사고시 조사계획은 추가)

Proposal

위해관리계획서
개 요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위험관리를 위한 종합적 사고예방프로그램

제언

1. 최초신고
사고대비물질(69종)을 일정수량 이상(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으로 취급하는 자
2. 정기신고
매 5년마다
제출대상

(최종 적합판정일 기준으로 5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

3. 변경신고
①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사항에 해당되면서 사고대비물질을 지정수량 이상 취급시
② 사고대비물질 보관저장시설 총용량의 50/100이상 중가시
③ 사고대비물질 연간 제조 사용량이 50/100이상 증가시
보고서
작성자 요건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자 교육 16시간 이수
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 16시간 이수
2015년 제출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3조의 6 ①항 1호에서 7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대상

제출시기

기존
시설

(매 5년마다 제출)

2016년 제출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 10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대상
2017년 제출대상
- 기타 사업장

신규
시설
제출방법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3조의 2 안전성향상계획 작성·제출대상

2015년부터 바로 적용

화학물질안전원 제출, 30일 이내에 적합성 여부 검토결과 신청인에 통보

1. 사업장 및 취급시설 개요
2. 사고대비물질의 목록 및 유해성 정보
3. 취급시설목록, 방제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
4.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공정안전정보 등에 관한 사항
5.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운전 운전책임자 등 현황
작성내용

6. 화학사고대비 교육, 훈련 및 자체점검계획
7. 화학사고 발생시 비상연락체계 및 안전관리담당 조직
8. 화학사고 발생시 유출·누출시나리오 및 응급조치계획
9. 화학사고 발생시 영향범위에 있는 주민 등의 확인
10. 화학사고 발생시 주민의 소산계획
11. 화학사고 피해의 최소화 제거 및 복구 등을 위한 조치계획
12. 그밖에 사고대비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정 전환하였다. 따라서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유해화

영업일정관리 등에 대한 부분들이 맞물려 화학물질안전

학물질의 지정, 화학물질 함유제품의 관리, 취급시설관

원 및 환경청으로의 전화가 폭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리, 유해화학물질 영업관리 등 여러 부분의 사항들이 개

큰 사고 뒤에는 언제나 뒤늦은 관리제도가 만들어진다.

정되었다.

구미 불산누출사고는 국내 화학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그 중 하나가 산업계의 큰 이슈로 꼽히는 장외영향평가

크게 불러일으키고 정부의 대응체제를 새로이 출현시켰

와 위해관리계획서이다. 기존 공정안전보고서제도의 범

다. 늦었다고 할 때가 제일 빠른 때라는 말처럼 새로이

위를 넘어 사업장 외부의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정보

시행되는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 관련제도

를 분석, 그 수준을 결정하고, 이와 더불어 비상상태 발

가 국내 산업계의 화학사고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

생시 위기대처관리를 위해관리계획서를 통해서 국내 화

는 RISK관리제도로 성장하길 기대해본다.

학사고발생을 컨트롤하자는 것이 그 의도이다.
하지만 혼란도 있다. 몇몇 법안들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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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개정법안에 대한 산업계의 파악이 늦어지고 있으며,
Risk & Insurance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체계로 개

[최근 10년간 재물보험 사고분석]
1. 발생손해액 분석
(1) 전체사고
(억원)
15,000

재물보험

원수손해액

사고건수

11,105

10,312



8,896

8,000
7,000
6,000
5,000

5,504

6,051

5,670

4,000

6,338

7,399
7,407

3,785

3,097
2,369

2,358

2005

2006

7,860

8,033

6,534

10,000
8,000
6,000

4,218

3,000
2,000

(건)
12,000

15,225

4,000

3,625

2,895

2,000

1,000
0

Appendix

연도
단순손해율(%)*

2005
47

2007

2006
41

2008

2007
45

2009

2008
57

2009
35

2010

2010
30

2011

2011
29

2012

2012
40

2013
112

2013

2014
43

2014

0

10년평균
49

✽ 손해액 / 보험료

부록

1. [사고건수 증가추세]

- 자연재해 발생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임
- 2010년 태풍 곤파스(1,823건), 2012년 태풍 볼라벤(2,885건)에 기인

2. [손해율 변동추이]

- 2013년에 최고치(112%) 기록 : A반도체 화재사고(9,569억)에 기인
- 동 사고 제외시 42%(2013년) 및 40%(10년평균)로 평년수준 유지

3. [최근 3개년 손해액 증가] - 고액사고의 증가로 높은 사고금액 기록

(2) 100억이상 고액사고

재물보험
12

(억원)
12,000

원수손해액

11

사고건수



(건)
12

12,357
9

4,000

3,899

3,500

8

3,000

3,014

2,500

5

2,000
1,500
1,000
500
0

2

1,645

4

586

540

2005

2006

1
394

2007

3

2
915
2009

3

2

440
2010

2011

2012

2013

2014

1. [화재로 인한 고액사고 증가] - 최근 3개년 고액사고(32건) 중 화재에 기인한 사고 : 22건(69%)
2. [500억이상
    초고액사고 증가]

6
4

517
2008

10

- 최근 3년간 500억이상 사고 9건 발생
  •2012년(4건) : A사(840억), B화학(732억), C사(582억), D발전(558억)
  •2013년(2건) : E반도체(9,569억), F전기(622억)
  •2014년(3건) : G정유(741억), H사(553억), I사(506억)

0

2. 주요 업종별 분석
업종별 비율

주요 3개업종

20.2%
석유화학업

26.9%
기타

2005년

0.1%
전기업(발전소)

16.4% (2,369억)
금속기계업

(3) 전기업(발전소)

(2,239억)

+ 6.3%P

22.7%

20.3%

19.7%

16.4%

(1,023억)

4.9%

(1,485억)

(256억)

(1,053억)

+ 2.5%P

(388억)

2.6%

(170억)

0.1%
(1억)

2005

10년평균

2014

2005

10년평균

2014

2005

10년평균

2014

발전소별 사고건수 및 금액

세부업종분석
(단위 : 건, 억원)

연도
화력
발전
복합
화력
발전
합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평균

사고건수

0

1

4

3

6

7

6

10

3

2

42

4.2

사고금액

0

1

34

32

34

48

72

705

49

36

1,011

101

사고건수

1

4

5

5

3

4

3

4

12

5

46

4.6

사고금액

0

48

251

127

16

179

26

14

661

93

1,416

142

사고건수

1

5

9

8

9

11

9

14

15

7

88

8.8

사고금액

0

48

286

159

50

227

98

720

710

129

2,428

243

1. [복합화력발전의 사고금액이 - 가스터빈 발전기에서 고액사고가 다수 발생한 것에 기인
     화력발전보다 높은 값을 기록]   •복합화력 : 가스터빈+스팀터빈
  •화력 : 스팀터빈
2. [파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터빈블레이드 등 파손 30건(34%), 화재 12건(14%)
3. [12~13년 고액사고 발생]

- 2012~2013년 : 사고건수 29건(33%) 및 사고금액 1,430억(59%)을 기록

4. [손해유형별 최대손해액]
    
    

- PAR : 2012년 A화력 전기실 화재사고 (560억원)
- MB  : 2013년 B복합화력 가스터빈 파손사고 (173억원)
- BI   : 2013년 C복합화력 스팀터빈발전기 파손사고 (24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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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전소 사고분석

Risk & Insurance

(2) 금속기계업
34.3%

+ 14.1%P

(479억)

2014년

2.6%
전기업(발전소)
3.9% 식료품업
22.7%
10.5%
금속기계업 기타판매시설

3.4% 인쇄업

(1) 석유화학업

26.0%
기타
(6,534억)

12.8%
기타판매시설

20.2%
방직업

20.2%

34.3%
석유화학업

4. 주요 원인별 분석
원인별 비율

주요 2개원인

13.8%
기타 5.0%
자연재해
7.9%
물리적손상

2005년

73.3%
화재

25.1%
기타

(2,369억)

2014년

52.6%
화재

(6,534억)

15.9%
물리적손상

(1) 화 재

(2) 자 연 재 해
-20.7%P

73.3%

(1,737억)

+ 1.4%P

Appendix

60.1%

52.6%

(3,121억)

부록

2005

6.4%
자연재해

6.4%

(420억)

5.0%

(3,439억)

10년평균

7.8%

(404억)

(120억)

2014

2005

10년평균

2014

5. 자연재해 사고분석
자연재해 원인별 사고금액

세부원인분석
(단위 : 억원)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평균

폭우

29

82

96

54

79

177

449

1,133

45

210

2,354

235

태풍

56

31

79

5

20

531

103

206

19

74

1,124

112

낙뢰

13

23

26

18

23

30

35

40

87

53

348

35

설해

19

0

1

1

0

6

15

7

5

74

128

13

기타

3

1

0

3

5

29

3

26

4

9

83

9

합계

120

137

202

81

127

773

605

1,412

160

420

4,037

404

1. [폭우 및 태풍이 다수 차지] - 폭우(집중호우)와 태풍이 전체 사고규모의 85.9%를 기록
2. [태풍의 영향으로
    2012년 최고치 기록]

- 2012년 1,412억(35%) : 태풍 볼라벤, 덴빈, 산바에 기인
- 2010년 773억(19%) : 태풍 곤파스에 기인

3. [기타원인]

- 그밖의 자연재해 유형으로 우박, 냉해, 해일 등이 있음

6. 계절적요인 분석
재물보험

10년 합계 (05~14년)

(억원)

원수손해액

13,000

자연재해

사고건수

9,408

12,630

(건)
12,000

13,636



10,000

5,291

5,000

4,223

4,000
3,000
2,000

4,739

9,049
6,019

4,958

3,298

3,077

2,871

4,405

4,709

5,380
3,410

0

126

30

88

63

67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3,813

4,944

5,282

1,329

1,386

8월

7월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자연재해비율(%)

1.1

3.0

0.6

3.1

1.9

2.8

4,000
2,000

677
7월

2,151

6,000

9월

8월

152

36

50

10월

11월

12월

9월

0

10월 11월 12월

20.0 36.4 10.2

7.1

1.0

1.3

1. [동절기 사고금액 증가] - 11~3월 사고 중 화재로 인한 사고가 60.3% 차지함
2. [손해액 변동추이]

- 9월에 최고치 기록 : 2013년 A반도체 화재사고(9,569억)에 기인

3. [7~9월 자연재해
    사고비율 증가]

- 여름철 집중호우(5,230건) 및 태풍(4,831건)에 기인
- 9월 A반도체 화재사고 제외시 : 자연재해비율이 34.1%로 증가

44
45

재물보험

최근5개년

(억원)

평균손해액
사고건수

20
15

고액사고 비중

30

48

(건)

20.8

43

50

11.4

10
5

2.9
0.5

0

2010

2011

1.2

11

2012

2013

19%

※ 원수금액기준
2%

40
30

24

36%

6%

100%

20

64%

81%

94%

10

2014

0

98%

10억 미만
10억 이상
2010

2011

2012

1. [BI사고의 고액화]

- 최근 5년간 10억이상 고액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증가

2. [고액사고 증가]

- 최근 2년간 30억이상 사고 4건 발생
  •2013년 : C제당(180억), D산업(36억)
  •2014년 : A제조사(130억), B제련(92억)

2013

2014

2015 No.2 Vol.117

7. 기업휴지보험 사고분석
BI사고

Risk & Insurance

33

4,154

3,654

5,192

2,390

1,000

8,000

8. 2005년~현재 주요 고액사고
재물

(단위 : 억원)

Appendix

계약자

업종

사고일자

사고지역

재산종합

A

의류제조업

2015.05.25

경기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 및 재고자산
등이 소손

2,882

화재

B

창고업

2013.05.03

경기

전기스파크로 추정되는 화재사고로 인해 건물, 재고자산
등이 소손됨

1,176

C

전자부품제조업

2012.12.24

충북

공장 내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

840

D

화학제조업

2008.02.24

울산

전기적 원인에 의한 화재로 인하여 건물, 기계, 재고동산
등이 소손됨

777

E

정유업

2014.01.31

전남

선박충돌로 피보험자 소유의 부두시설 구조물 파손

741

F

화학제조업

2012.11.16

울산

1층 PVC 바닥재 생산공장 내 발포공정에서 발화하여
발포기 3대와 공장내부가 소손

732

G

전자부품제조업

2013.03.25

부산

도금라인 수세설비 내 히터봉의 전기단락에 의한 화재

622

H

에너지업

2012.03.15

충남

전기실 내부에서 합선 또는 순간적 과부하 등 전기적
요인에 의해 화재발생

558

I

광학필름제조업

2014.03.29

충남

미확인 정전기에 의한 유증기 착화로 화재발생

553

J

화학제조업

2008.03.01

경북

플랜트화재 및 폭발로 인하여 재물 및 기업휴지 손해발생

548

K

PCB제조업

2014.03.09

경기

화재로 건물 및 재고피해

506

L

방직업

2005.09.24

충북

원면창고에서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화하여 건물, 기계,
동산 등이 전손된 사고

451

M

용기제조업

2015.01.18

충남

전기누전으로 인한 화재로 인해 완성품 창고 및 주변
공장동에 연쇄폭발 및 화재발생

397

N

식품제조업

2007.11.27

경기

전기적 원인에 의한 화재발생

394

O

IT서비스업

2014.04.20

경기

화재로 인해 건물, 기계 등에 연소피해 및 소방피해발생

381

고무타이어제조업 2014.09.30

대전

물류창고에서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창고와 타이어
완제품 전소

344

재산종합

부록
화재

재산종합

P
화재

재산종합

사 고 내 용

발생
손해액

종목

Q

반도체생산업

2009.11.16

경기

인접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계약자의 공장에 착화되어
연소피해를 입음

342

R

창고업

2008.12.05

경기

화재사고로 인해 건물, 재고자산 등이 소손됨

320

항만하역/보관업 2014.02.19

전남

석탄저장소가 붕괴되어 석탄이송용 컨베이어벨트 및 인근
저장소에 피해발생

312

S

고객서비스 부서안내
재물보험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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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특약파트

국내임의파트

해외임의 1파트

해외임의 2파트

• 재물보험

•재물보험

•재물보험

•재물보험

(해외수재)

(해외수재)

(국내임의수재)

(국내특약수재)

• 재공제

기술보험팀

해상보험팀

특종보험팀

손사위험팀

기술 1파트

기술 2파트

특수보험파트

원자력파트

• 기술보험

•기술보험

(국내수재)

(해외수재)

•농작물보험
•가축보험

•	원자력보험 Pool
운영관련 재보험업무

적하항공파트

국내선박파트

선박 해외임의파트

선박 해외특약파트

해상책임파트

•적하보험
•항공보험
•운송보험

•선박보험

•선박보험

•선박보험

•해상배상책임보험
•재공제

(국내수재)

특종파트

해외수재 1파트

•신종종합보험 •특종보험
•상금보험보험 (해외수재)

(해외임의수재)

(해외특약수재)

해외수재 2파트 일반배상책임파트
•특종보험
(해외수재)

전문직배상책임파트

기업신상품파트

•영업배상책임보험 •임원배상책임보 •특종신상품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료배상책임보험•정책성보험연구

재물손사파트

기술특종손사파트

해상손사파트

위험조사파트

•화재보험 손해사정
•종합보험 손해사정

•기술보험 손해사정
•특종보험 손해사정

•선박보험 손해사정
•적하보험 손해사정

•재물보험 위험조사
•위험과 보험지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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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5 - 5028
Fax : (971 - 4) 355 - 0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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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