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안전보건공단
2022. 9. 21.(수) 14:00
보도 일시
2022. 9. 22.(목) 조간

담당 부서

중대산업사고예방실
공정안전부

배포 일시

2022. 9. 21.(수) 14:00

책임자

부

장

임지표 (052-703-0601)

담당자

차

장

구창호 (052-703-0602)

울산 산업단지 경영자, 화학사고 예방 총력
공정안전 리더회의…사고 예방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강조
산업단지의 화재·폭발 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울산
공정안전리더(화학단지 공장장 등)를 중심으로 실시되었다.
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9월 21일, 고용노동부 및
12개 울산화학단지 주요 사업장 공장장과 함께 공정안전 리더회의를
개최했다.
◈ 울산산단 공정안전 리더회의

- 일시 : 2022. 9. 21.(수) 14:00 ~ 15:30
- 장소 : 문수컨벤션웨딩홀 다이아몬드룸
- 참석자 : 고용부 화학사고예방과장, 경남권 중방센터장, 울산지청 산재예방지도과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중대산업사고예방실장, 울산지역본부장,
울산화학단지 주요 12개사* 공장장 등
* sk에너지(주), 금호석유화학(주), 한화임팩트(주), 롯데케미칼(주), ㈜정일스톨트헤븐, 대한유화(주),
고려아연(주), ㈜태영인더스트리, 무림P&P, ㈜카프로, ㈜후성, KPX케미칼(주)

이날 회의는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 울산 산단에서 대형 화학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경영층을 중심으로 사업장별
안전조치 사항을 점검하고, 정부의 산재예방 정책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22.4월> 저장탱크 화재, <’22.5월, 8월> 밸브 정비 및 점검 작업 중 화재·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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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고용노동부에서는 자율안전관리체계구축 지원 등 정부의 화학
사고 예방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과 함께 최근 울산산단 사고의 시사점을
공유함으로써 사고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였다.
안전보건공단 중대산업사고예방실에서는 중대산업사고와 공정안전관리
(PSM, Process Safety Management)제도를 활용한 사고 예방 활동을
강조하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함으로써 화학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로 뜻을 모았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내용으로, 경영책
임자 등이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공유하고, 전담 조직 구
성과 예산 편성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것이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울산 산단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사례를
공유하며 예방대책에 대한 열띤 토론을 이어가는 자리도 마련되었다.
한화솔루션(주) 울산2공장의 사례를 통해 재해 감소를 위한 현장 관리
노하우 등이 소개되었으며 질의응답도 진행되었다.
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화학산업은 수많은 종류의 위험물질을 취급
하는 등 복잡한 공정으로 사고 위험성이 항상 존재한다.”라면서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경영층이 솔선수범하는 안전 리더십을 바탕으로 지속
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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