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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최종처리장 개념설계 기반의 기초 위험성 평가
Preliminary Hazard Analysis Based on a Conceptual Design of
the Offshore Waste Disposal Facility
김 승 우 * · 오 상 호 ** · 오 명 학 *** · 서 승 남 ****
Kim, Seung-Woo*, Oh, Sang-Ho**, Oh, Myounghak***, and Seo, Seung-Nam****
Abstract
In the present study, the hazards of the offshore waste disposal facility were identified in terms of the conceptual design of the
structure.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each identified hazard were also analyzed. In general, the hazards of the offshore waste
disposal facility can be classified according to design, construction, maintenance, operation, and site utilization. For those hazards,
a preliminary hazard list analysis and a preliminary hazard analysis were performed, except for site utilization. In the initial risk
assessment, extreme risk was 8, high risk was 28, and moderate risk was 5. After applying the mitigation method, the final risk
assessment was changed to 10 (moderate risk) and 31 (low risk). In other words, it can be confirmed that the risk of the proposed
offshore waste disposal facility is within the acceptable 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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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 연구에서는 해상최종처리장 개념설계 상의 위험요소(hazards)를 식별하고 각 위험요소에 대한 발생원인과 영향을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해상최종처리장의 위험요소는 구조물의 설계⋅시공⋅유지보수와 운영 그리고 부지활용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지활용을 제외한 설계⋅시공⋅유지보수와 운영에 대한 기초 위험성 항목분석(Preliminary Hazard List analysis)과
기초 위험성 분석(Preliminary Hazard Analysis)을 수행하였다. 최초 위험성 평가에서는 극한위험은 8개, 고위험은 28개, 그리고
중위험은 5개로 판정되었다. 반면에 저감방안을 적용한 후 최종 위험성 평가에서는 중위험 10개와 저위험 31개로 변경되었다.
즉, 제시된 해상최종처리장의 위험성이 허용범위 안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핵심용어 : 위험요소, 해상최종처리장, 기초 위험성 항목분석, 기초 위험성 분석, 리스크 매트릭스

1. 서 론
해상최종처리장은 폐기물 매립 수요는 지속적으로 발생
하지만 육상 매립지 수명 종료의 임박과 육상 신규 매립지
부지확보 난항 때문에 폐기물 처리 공간이 부족하여 대체

매립지로 제안된 폐기물 최종처리 공간이다. 주로 생활쓰레
기 소각재와 건설페기물이 주요 매립재이다. 국내에서는
해상최종처리장의 설계 및 시공경험이 없기 때문에 개발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다. 일반적으로 경험이 없거나 위험성이
높다고 인식되는 구조물에 대한 위험성 평가는 국제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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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ISO 31000 (2009) 절차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특히,
해양플랜트의 경우에서는 DNV GL, BV, ABS, API 등의
국제기관이 위험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있다(ABS, 2000,
2003, 2013; API, 2001; DNV, 2009). 최근 국내에서는 국토교
통부 건설기술진흥법 제75조의2에서 ‘설계의 안전성 검토’
를 법률적으로 제정한 바 있다. 주요내용은 설계기준에 따라
설계하였더라도 시공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
에 식별하여 적절하게 대응하라는 것이다. 즉,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위험성 평가를 수행하고 위험요소를 관리하는
것이다. 이런 신규법률의 제정 배경은 A대교와 같이 설계
상의 문제는 없었지만 시공 과정에서의 사고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국내 해안 및 해양분야에서는 위험성 평가가
일반화되지 않았지만 국제적인 기준에서는 표준코드가 규정
될 정도로 보편화되어 있다. 일부분이기 하지만 국내에서는
설계 및 시공 경험이 없는 신규 구조물에 대한 위험성 평가가
수행되고 있다(Daewoo E&C, 2004; KRISO, 2015; KRRI,
2015; KOGAS, 2016). 부산 가덕도와 거제도를 연결하는
침매터널에서 운영상의 위험성 평가가 수행된 이후 해중철
도의 기초위험성 항목평가 및 기초위험성분석 그리고 1MW
급 해수온도차발전 구조물 및 플랜트의 위험도 분석이 수행
되었다. 최근에는 DNV 국제 기준에 맞춰 해저가스배관의
위험성 평가가 일부 구간에 대해 수행된 바 있다. 종국적으로
는 국내에서도 신규 시설물, 새로운 형식의 시설물,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국가 주요 시설물 등은 설계, 시공,
운영에 따른 위험성 평가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해상최종처리장의 구조물과 운영 및 기타사항
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념설계 상의 위험요소(hazards)를
식별하고, 식별된 위험요소의 발생원인과 영향을 분석한다.
해상최종처리장의 위험요소는 구조물의 설계⋅시공⋅유지
보수적인 측면과 운영적 측면 그리고 부지활용적 측면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연구범위는 부지활용을 제외한 설계⋅시공⋅
유지보수와 운영에 대한 기초 위험성 항목분석(Preliminary
Hazard List analysis, PHL)과 기초 위험성 분석(Preliminary
Hazard Analysis, PHA)이다. 식별된 위험요소에 대한 리스크
평가를 통해 저감방안 적용 전과 후의 위험성을 비교하여
현재의 설계 및 운영방안이 적합한지 평가하였다. 본 연구를

Fig. 1. System Safety Process (Ericson,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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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지금까지 해상최종처리장에 대한 막연한 우려보다는
식별된 위험요소가 실무적으로 어떻게 관리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방법
시스템 안전(System Safety)은 시스템의 잠재적 위험요소
를 식별하고 식별된 각 위험요소의 저감방안을 도출하는데
있다. 위험성 분석(Hazard Analysis, HA)은 Fig. 1과 같이
시스템 안전의 전체 과정에서 초반부에 있는 위험요소 식별
에 대부분의 초점이 맞춰져있다. 이런 위험요소의 식별은
위험성 분석을 통해 수행되는데 개념설계와 같은 초기 설계
단계에서는 기초 위험성 분석(PHA) 방법을 사용한다.
원칙적으로 기초 위험성 항목분석(PHL)과 기초 위험성
분석(PHA)은 개념설계(conceptual design) 단계에서 수행되
며, 주 역할은 잠재적 위험요소를 식별하고 각 위험요소의
저감방안을 개념적으로 제안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산출된
위험요소와 저감방안 그리고 리스크 지수는 기본 및 상세설
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수행하지 않지만 설계가 구체화되는 기본
및 상세설계 단계에서 하위시스템(Subsystem Hazard Analysis,
SSHA)과 시스템 위험성 분석(System Hazard Analysis, SHA)
이 적용된다.
Fig. 2는 기초 위험성 항목분석 과정의 일반적 흐름도이다.
입력 자료는 설계지식(design knowledge), 위험성지식(hazard
knowledge) 그리고 유사사례의 위험성 분석 지식이다. 여기
서 설계지식은 개념설계 단계의 내용이며 위험성지식은 위험
요소를 식별하기 위한 다양한 위험성 정보를 의미한다. 위험
의 식별은 Fig. 3과 같이 위험가능요소(Hazardous Element,
HE), 발생역학(Initiating Mechanism, IM)과 결과(Target/Threat,
T/T)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 하지만 기초 위험성 항목분석
과정에서는 이 세 가지가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아도 된다.
이는 이후에 수행되는 기초 위험성 분석에서 보다 세부적으
로 구분되기 때문이다.
기초 위험성 항목분석에서는 위험가능요소, 발생역학,
그에 따른 결과, 그리고 기타 가정(assumption) 등이 포함된
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기초 위험성 항목분석 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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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reliminary Hazard List Analysis (PHL) Overview (Ericson, 2005)

너무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요소의 식별은 삼가야 한다
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위험성 항목분석단계에서는 주어진
입력 자료를 바탕으로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요소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 중에 어떤 위험요소는 이후 단계에서
위험요소 항목에서 변경되거나 삭제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
할 수 있다. 하지만 고려할 수 있는 충분한 항목을 생성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했을 때의 결과(target/threat)를 의미한다. 그리고 각 위험에
대한 저감방안이 제시되어 전체 시스템 안전에서 수용할
수 있는지를 점검한다. 만약 시스템 안전에서 수용할 수
없는 저감방안은 수정되거나 설계변경을 요하기도 한다.
본 논문의 기초 위험도 분석은 Ericson (2005)의 세부 절차
를 사용하였다. 기초 위험성 분석의 세부절차는 일반적으로
10단계로 이뤄진다. 1에서 4단계까지는 시스템 정의, 계획,
안전기준 수립, 자료 수집이며, 5에서 7단계에서는 기초 위험
성 분석 수행과 위험성 평가 그리고 위험 저감방안을 제시한
다. 전체 절차 중에서 5단계가 가장 중요하며, 시설물의 하드
웨어, 시스템 기능, 그리고 에너지 소스에 대한 항목을 구성한
다. 또한 발생 가능한 위험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앞에서
정의한 하드웨어, 시스템 기능, 에너지 소소와 비교하면서
위험요소를 식별한다. 마지막 8에서 10단계는 위험 모니터링
및 추적, 그리고 문서화이다.

Fig. 3. Hazard Triangle (Ericson, 2005)

Fig. 4는 기초 위험성 분석(PHA)의 흐름도이다. 입력으로
앞에서 언급한 기초 위험성 항목과 상위위험사고(Top-level
mishap, TLM)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기초 위험성 분석과
정에서는 이전 단계보다 좀 더 구체적인 분석이 수행되면서
앞 단계에서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위험요소가 추가되거나
의미 없는 위험요소가 삭제되기도 한다. PHA의 위험요소는
앞에서 정의한 3가지 위험요소가 모두 포함된 결과가 산출되
어야 한다. 위 그림의 출력에서 원인(causes)은 위험의 발생
역학(initial mechanism)이고 사고(mishaps)는 위험이 발생

3. 기초 위험성 분석
3.1 대상시설
Fig. 5는 해상최종처리장의 개념도를 나타낸다. 케이슨식
구조물로 해상최종처리장의 외곽 호안을 형성하고 그 안쪽
에 폐기물을 담는 구조이다. 케이슨 아래쪽의 점토층에서
바닥차수가 이루어지며, 연직차수는 케이슨 안쪽에 설치하
는 시트파일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다. 케이슨과 시트파일
사이 공간은 뒤채움사석으로 메우게 된다. 해상최종처리장
의 기초위험도분석은 Fig. 6과 같이 설계⋅시공⋅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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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reliminary Hazard Analysis (PHA) Overview (Ericson,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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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Offshore Waste Disposal Facility Scheme: (a) typical cross-section, (b) landfilling con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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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Offshore Waste Disposal Facility System

운영, 그리고 부지활용의 세 가지 측면에 대하여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더욱 세분하면 파랑, 해일 등 외력으로
부터 해상최종처리장을 보호하는 호안(내부, 외부), 내부
침출수 등의 외부 유출 차단을 위한 연직차수공과 바닥차수
공, 차수공 손상 및 누출 감지, 보유수 처리시설, 매립지
관리, 해상수송, 매립지반 개량, 그리고 지하수처리로 구분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본 연구에서는 설계⋅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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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와 운영 부분에 대해서만 기초 위험성분석을 수행
하였다.

3.2 위험성 체크리스트 및 상위위험사고
일반적인 위험 체크리스트 목록은 에너지 소스(energy
sources), 위험한 기능(hazardous functions), 위험한 작동/운영
(hazardous operations), 위험한 요소(hazardous components),

위험한 소재(hazardous materials), 유사 시스템의 위험사례
(lessons learned from similar type systems), 예기치 않은
사고(undesired mishaps), 파괴모드와 파괴상태(failure mode
and failure state considerations) 등이다. 위험 체크리스트는
그 자체로 완벽하고 모든 항목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며
분석자의 과거 사례를 통해 잠재적인 위험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Table 1은 에너지 소스,
일반적 소스, 일반적 운영, 그리고 파괴상태의 위험 체크리
스트다. 이는 대상시설의 위험식별을 위해 개발된 것이다.
에너지 소스에 대한 위험 체크리스트는 해상최종처리장의
보유수 처리시설(플랜트)과 차수공 손상 및 누출감지와
관련된 항목이다. 그리고 수처리와 관련된 전기적 및 기계
적 장치와 수동역학적 에너지가 포함된다. 라디오 주파수
에너지는 해상최종처리장이 해상에 설치되기 때문에 원격
으로 수행되는 차수공 손상 감지와 관련된다. 일반적인
원인에 대한 위험체크리스트는 주로 연직차수공의 부식,
산화, 압력, 충격, 응력집중을 다루고 있고, 외부 호안에서
는 구조적 파손에 따른 누출과 오염 등을 포함한다. 날씨와
환경 및 온도는 유지관리 관점에서 포함시켰다. 일반 운영
과 고장에 대한 위험체크리스트는 대부분의 시설이 포함
된다.
한편, 기초위험성 분석에서 상위위험사고의 정의가 필요
하다. 상위위험사고란 시스템의 운영 중단을 초래하는 중대
한 위험사고이며, 위험성 분석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검토해야 할 항목이다. 본 연구에서 상위위험사고(TLM)란

다중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중대한 동일 위험사고를 말한다.
해상최종처리장에 관련된 상위위험사고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설계파고에 상응하는 파고 혹은 태풍 또는 태풍해일
등에 의한 외부 호안의 붕괴 또는 중대한 파손으로 해상최종
처리장이 구조물로서의 역할을 상실한 경우와 차수공의
심각한 차수성능 저하 및 차수 불능 등이 해당된다.

3.3 위험성 분석결과
위험성 분석을 위한 위험발생빈도(발생확률)와 위험발생영
향 범위는 국제표준(International Standard) IEC 62278 (2002)
과 미국 국방부의 표준 관례(standard practice) MIL-STD882E (2012)에 기초하여 결정하였다. 여기서 IEC 62278은
철도분야의 신뢰성(Reliability), 가용성(Availability), 유지보
수성(Maintainability), 그리고 안전성(Safety)의 세부사항과
품질검증에 사용되는 국제기준이다. MIL-STD-882는 미국
방부의 시스템 안전을 위한 표준관행이며 본 절차는 국방부
산하 모든 기관에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Table 2의 발생빈
도 마지막 단계인 발생불가(incredible)는 MIL-STD-882E에
없기 때문에 본 과업에서는 제외하였다. Table 3은 위험수준
별로 위험성을 저감하고 통제하기 위한 관리방향을 보여준
다. 수용불가(intolerable)로 평가된 위험요소는 반드시 제거
해야한다. 제한적 수용(undesirable)은 저감방안의 실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 관계당국의 승인 하에 제한적
으로 수용할 수 있다. 수용가능(tolerable)은 적절한 저감방안
을 통해 위험요소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Table 1. Hazard Checklist
Hazard checklist for energy sources
1.
2.
3.
4.

5. Hydrodynamic energy
6. Mechanical energy
7. Radio frequency energy sources

Electrical generators
Pumps, blowers, fans
Rotating machinery
Actuating devices

Hazard checklist for general sources
1. Contamination
2. Corrosion
3. Electrical: shock, thermal, inadvertent activation, power
source failure
4. Heat and temperature
5. Leakage

6 Oxidation
7 Pressure: high and low
8 Mechanical shock
9 Stress concentrations
10 Structural damage or failure
11 Toxicity
12 Weather and environment

Hazard checklist for general operations
1. Hoisting, handling, and assembly operations
2. Proof test of major components/subsystems/systems

3. hydrostatic testing
4. Transport and handling of end item
5. System operational validations

Hazard checklist for failure states
1.
2.
3.
4.

Fails to operate
Operates incorrectly/erroneously
Operates inadvertently
Operates at incorrect time

5. Unable to stop operation
6. Receives erroneous data
7. Sends erroneous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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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ypical Example of Risk Evaluation and Acceptance (IEC 62278; MIL-STD-882E)
Frequency of occurrence
of a hazardous event

Risk levels

Frequent

Undesirable

Intolerable

Intolerable

Intolerable

Probable

Tolerable

Undesirable

Intolerable

Intolerable

Occasional

Tolerable

Undesirable

Undesirable

Intolerable

Remote

Negligible

Tolerable

Undesirable

Undesirable

Improbable

Negligible

Negligible

Tolerable

Tolerable

Incredible

Negligible

Negligible

Negligible

Negligible

Insignificant

Marginal

Critical

Catastrophic

Severity levels of hazard consequence
* Scaling for the frequency of occurrence hazardous events will depend on the application under consideration
Table 3. Risk Reduction and Control (IEC 62278; MIL-STD-882E)
Risk evaluation
Intolerable
Undesirable
Tolerable
Negligible

Risk reduction/control
Shall be eliminated
Shall only be accepted when risk reduction is impracticable and with the agreement of the
authority or the safety regulatory authority, as appropriate
Acceptable with adequate control and the agreement of the authority
Acceptable with/without the agreement of the authority

Tables 4와 5는 Table 2의 발생빈도와 발생영향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며 IEC 62278을 참고하여 해상최종처리장에
적합하게 수정하였다. 특히, Table 4에서 재난(catastrophic)
상황은 외곽 호안이 파손되어 해상폐기물이 유출되는 경우
로 매립지 운영 불가인 경우이며, 심각(critical) 상황은 외곽
호안의 변형에 따른 차수성능이 심각하게 저하된 경우 또는
보유수 처리불가로 매립지 운영 중단인 경우, 그리고 경미
(marginal)은 국부적인 바닥차수공 손상, 보유수 처리능력의
감소 등에 따른 일시적인 운영 중단을 검토하는 경우이다.
Figs. 7과 8의 위험성 분석결과는 Figs. 2와 3의 절차에
따라 저자가 초안을 작성하고 이후 리스크 웍샵(설계사,
시공사, 연구원 참여)을 통해 평가결과를 합의하는 방식이
적용되었다. 이는 HAZID (HAZard IDentification analysis)
와 HAZOP (HAZard and OPerability analysis) 같은 위험성
평가 방식과 같다.
Fig. 7은 해상최종처리장의 초기 위험성 평가 결과를 위험
도 행렬(risk matrix) 형태로 표현한 것이다. 즉, 초기 위험성
에 대한 저감방안을 적용하기 이전의 결과이다. Fig. 6에서
분류한 7개의 하위시스템(호안 S1, 연직차수공 S2, 바닥차수
공 S3, 차수공 손상 및 누출 감지 S4, 보유수 처리시설 S5,
매립지 관리 S6, 수송 S7)에서 41개의 위험요소가 식별되었
다. 이 중에서 8개 위험요소는 극한위험으로 분류되어 수용
불가(intolerable)로 판정되었다. 고위험으로 분류된 28개
위험요소는 제한적 수용(undesirable)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중위험에 포함된 5개 위험요소는 적절한 통제방안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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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가능(tolerable)으로 분석되었다.
41개 위험요소 중 극한위험으로 분류된 8개 항목만 Table
6에서 소개한다. 호안에서 2개 위험요소는 케이슨의 활동 및
전도와 이음부 균열이다. 연직차수공의 3개 위험요소는 강관
부식, 이음부 변형 그리고 근입심도 미확보이다. 수송에서
3개 위험요소는 육상반입기지 운영, 비산문제, 그리고 폐기물
해양유출 문제이다. 한편 초기 위험성 평가에서 극한위험으로
분석된 요소는 위험성이 반드시 제거되는 저감방안이 수립되
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극한위험으로 분류된 위험요소가
중위험 이하로 낮춰질 수 있도록 저감방안을 수립하였다.
Fig. 8은 앞에서 언급된 41개 위험요소의 위험성을 저감하
기 위한 방안을 적용한 후의 위험성 평가결과이다. 중위험
31개와 저위험 10개로 각각 재분석 되었다. 중위험으로 분류
된 위험요소는 저감방안을 통해 통제가능하다는 의미이며,
저위험 요소는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뜻한다. 저감방안 적용을 통해 초기 위험성 평가에서 극한위
험과 고위험으로 분류된 요소가 중위험으로 변하였다. 최종
위험성 평가에서 각 위험요소 오른쪽에 작은 네모박스는
초기 위험성 평가에서 판정된 위험성이다. 이런 과정은 위험
요소의 변화를 관찰할 때 사용되는 정보이다. 초기 위험성
평가에서 극한위험에 있었던 S1의 05와 07, S2의 01, 04,
08 그리고 S7의 06, 07, 08은 모두 최종 위험성 평가에서
중위험으로 변화하였다. 이를 통해 저감방안 적용으로 인해
극한위험 요소와 고위험 요소가 모두 해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저감방안은 Table 6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Table 4. Severity Levels of Hazard Consequence
Level (index)

Economic

Environmental

Catastrophic (4)

Extensive damage

Massive effect

Critical (3)

Major damage

Major effect

Marginal (2)

Local damage

Local effect

Insignificant (1)

Insignificant

Insignificant

Table 5. Frequency of Occurrence of a Hazardous Event (IEC 62278; MIL-STD-882E)
Level (index)

Description

Frequent (A)

Likely to occur frequently. The hazard will be continually experienced

Probable (B)

Will occur several times. The hazard can be expected to occur often

Occasionable (C)

Likely to occur several times. The hazard can be expected to occur several times

Remote (D)

Likely to occur sometime in the system life cycle. The hazard can reasonably expected to occur

Improbable (E)

Unlikely to occur but possible. It can be assumed that the hazard may exceptionally occur

Cons.
Prob.

4

3

2

A

S2-08
S7-06
S7-07

B

S2-01
S2-04
S7-08

S2-05
S2-06

C

High risk zone
Medium risk zone
Low risk zone

S1-11
S2-07
S3-02
S3-03
S3-04
S4-01

Extreme risk zone

1

S5-01

S1-05

S5-04

S1-07

S1

Revetment

S2

Vertical cutoff wall

S3

Bottom liner

S4

Detection of leakage and
impermeable system damage

S5

Retained water treatment

S6

Landfill site management

S7

Transportation

S4-02
S6-01
S6-02

D

S1-10
S3-01
S5-02
S6-03
S6-04

S1-02
S1-04
S2-02

S1-01
S1-03
S1-06
S1-08

S2-03
S5-03
S7-01

S1-09
S7-02
S7-04

S7-03
S7-05

E
Fig. 7. Initial Risk Matrix Before Applying the Risk M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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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
Prob.

4

3

2

Extreme risk zone

1

High risk zone

A

Medium risk zone

B

Low risk zone

C

S1

Revetment

S2

Vertical cutoff wall

S3

Bottom liner

S2-07

S4

Detection of leakage and
impermeable system damage

S3-02

S5

Retained water treatment

S3-03

S6

Landfill site management

S7

Transportation

S2-05
S2-06
D

S4-02
S1-02

S1-10

S1-01

S1-04
S1-11

S1-03
S2-01
S2-02

S3-01

S1-05
S2-03
S3-04
S2-04
S1-06
S2-08

S4-01

S5-01
E

S1-07

S5-02
S5-03

S1-08

S5-04
S6-01
S7-01

S1-09
S7-03

S6-02

S7-05
S7-02

S6-03
S7-06
S7-07
S6-04

S7-04
S7-08

Fig. 8. Final Risk Matrix After Applying the Risk Mitigation
Table 6. Risk Components Evaluated by IMRI in the Extreme Risk Zone
No.

PHA-S1-05

PHA-S1-07

Hazard

Caisson sling and
overturning before
or during landfill

Caisson and a
joint between
caissons crack

Cause

Consequence

Statistical uncertain
of design variables
due to insufficient
environmental data
(50-year return
period wave height)

Outer revetment
failure; vertical cutoff
wall displacement;
operation of the
offshore waste
disposal is stopped

Ship collision

Operation of the
offshore waste
disposal is stopped;
ship sinking and
human loss; marine
pol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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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RI

Mitigation

FMRI

1C

Reliability-based design
or a performance-based
design are applied for
considering uncertainty
of design variables

1E

1C

Collision prevention
facility around the
outer revetment; a
design for ship
berthing convenience

1E

Table 6. (Continued)
No.

PHA-S2-01

Hazard

Steel pipe
corrosion

Cause

Seawater

Consequence
Crack of cutoff wall;
degradation of vertical
cutoff wall

IMRI

Mitigation

FMRI

2B

Anti-corrosion design
(electric anti-corrosion
and sacrificial anode
method); marine steel
(POSCO Inc.); paint

2E

2B

Liner and cover
material for a
long-term durability
and flexibility; double
structures at the joint
between vertical cutoff
walls (fail-safe design;
landfill process control

2E

2A

Detailed construction
process for vertical
cutoff wall; Checking
the vertical construction

2E

2E

PHA-S2-04

Joint deformation
and damaged

Pressure caused by
landfill waste

Degradation and
damage of cutoff wall

PHA-S2-08

Insufficient depth
of a embedded
vertical cutoff wall

Construction
uncertainty or
defection

Degradation of
vertical cutoff wall

Civil complaint

Conflict between
operator and local
resident; Reducing
effectiveness of
offshore waste
disposal

2A

Variable flow of truck
traffic; One way traffic
for truck; Restricted
volume of traffic

Scattering problem

Transportation of
waste (shipping,
handling etc.)

Local resident health
issue

2A

Prevention facility for
scattering problem

2E

Waste leaking and
spill

Carelessness in
shipping and
handling

2B

Emergency response
plan when the waste is
spilled and leaking;
Operation manual of
cargo handling

2E

PHA-S7-06

PHA-S7-07

PHA-S7-08

Operation of a
land transportation
base is stopped

Ocean environmental
destruction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해상최종처리장을 7개의 하위시스템으로
분류하여 각 시스템에 대한 기초 위험성 항목분석과 기초
위험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저감방안을 적용하지 않은 초기
위험성 평가에서 극한위험과 고위험은 각각 8개와 28개로
평가되었다. 저감방안을 적용한 최종 위험성 평가에서는
극한위험과 고위험의 모든 요소가 중위험으로 낮춰졌다.
일반적으로 중위험에 속한 위험요소는 적절한 저감방안으
로 통제가 가능한 것으로 인식된다.
본 연구를 통해 소각재 등의 무기질 폐기물을 매립하는
해상최종처리장에 대한 발생 가능한 위험성이 식별되었고
그에 따른 적절한 저감방안이 수립되었다. 이를 통해 다소
막연하게 인식되었던 해상최종처리장의 위험성에 대하여
정량적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 위험성이 충분히 관리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본 위험성 분석에
사용된 해상최종처리장의 각 구조물은 개념설계 단계의

설계 정보를 바탕으로 수행되었는데, 향후 설계가 구체화
될수록 위험성 분석 내용이 더욱 세분화되고 구체화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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