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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의 지하에 매설된 전기, 가스, 열공급시설 및 통신시설의 경우에 건설과

정에 있어서 장기적․구체적인 계획 없이 개발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였기 때문

에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전기, 가스, 열공급시설 및 통신시설의 에너지시설에 

대한 통합적인 데이터와 안전검사에 관한 통계자료를 제대로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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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는 30-40년간의 압축적인 근대화를 목표로 짧은 기간을 정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토건국가”, “성장지상주의”, “빨리빨리”라는 최고의 가치로 

삼아서 매년 각종 대형사고로 수 많은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특히, 무분별한 지하라이프라인 개발 정책으로 인하여, 2007년 서울 서대문구 가

좌역 부근의 지반침하(싱크홀 )발생, 2012년 인천 지하철 공사장 지반 침하, 2014

년 7월 영종도 하늘 도시 스카이뷰 붕괴, 2014년 서울 잠실역 인근 석촌호수에서 

발생한 싱크홀, 2017년 12월 21일 새벽 1시 38분 서울 강서구 가양동 도로에서 

중압 도시가스 배관 파열사고 및 2018년 8월 31일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아파트 

인근 도로에 지반침하(싱크홀)사고, 2018년 9월 6일에 발생한 서울 상도동 다세

대주택 공사현장 공사로 인하여 상도초등학교 유치원 건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2016년 9월 12일에 발생한 5.8 규모의 경주지진 및 2017년 11월 15

일에 발생한 5.4규모의 지진 등으로 인하여 지하에 매설된 전기설비, 도시가스 

배관, 열공급시설 및 통신시설이 붕괴되어 국민의 생명과 신체 등의 안전을 위협

하게 되었다는 측면에서 전 국민들에게 극도의 불안감을 증폭시켰으며, 지하라이

프라인의 안전관리에 관한 문제가 전국적인 관심사로 제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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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의 산업수도라고 할 수 있는 울산광역시의 경우에 석유화학단지와 온산 

국가산업단지의 지하에 매설된 라이프라인인 전기통신: 90.8킬로미터, 가스관: 

572.2킬로미터, 송유관: 158.9 킬로미터, 화학관: 821.1 킬로미터 등 배관이 모두 

1774.5킬로미터로 20년에서 50년이 지난 노후화된 배관망이 복잡하게 얽혀 되어 

있음으로 지진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형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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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반침하(싱크홀)사고가 3,600여건

이 발생했다. 그 이유가 지하에 매설된 전기, 가스, 열 및 통신시설들이 20년 이상 

노후화된 전기가 67%, 공동구가 64%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최근에도 계속 서울, 인천, 대구, 대전, 포항, 부산 등의 도심지에서 지반침하(싱크

홀)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뇌리 속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 인적․

물적인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 따라서 지하에 오랫동안 매설된 전기, 가스, 열 및 통신시설인 라이프라인은 국민

들의 생활과 국가의 산업발전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추적인 필수공익설

비로서 혁신성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에너지�산업과 �기술 정책개발에도 안정적

으로 전기, 가스, 열에너지를 공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지하에 매설된 전기, 가스, 

열 및 통신시설에 대한 사전예방․사후안전관리의 규제체계 분석을 통하여 법제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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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라이프라인의 에너지관련 시설에 관한 국가의 안전보호의무

    - 국가의 권력독점권

    - 국가의 안전보호의무 이론 및 헌법적 근거

  ○ 지하라이프라인의 에너지관련 시설에 관한 안전관리를 위한 가늠기준 

    - 과소금지원칙



    - 입법자의 입법형성권

    - 일차적으로 입법자에 의한 법률 제정을 통한 이행의무 마련

    - 이차적으로 행정부와 사법부(법원)을 통한 보호의무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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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토지․일반지하의 굴착단계에서 지하 라이프라인 안전규제제도 분석

    - 도로굴착단계에서 지하라이프라인 안전규제: ｢도로법｣ 제61조제1항의 도로점용

허가, ｢도로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 토지의 굴착단계에서 지하라이프라인 안전규제: ｢건축법｣ 제40조상의 대지의 안

전, 제41조상의 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 - 공사 중 비탈면 붕괴, 토사 유출 

등 위험발생의 방지

    - 일반지하의 굴착단계에서 지하라이프라인 안전규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상의 사업주의 안전조치, 지하작업자 등에서 작업 및 굴착작업시에 안전조치, 지

반 등의 굴착시 위험방지, 매설물 등 파손에 의한 위험방지, 굴착기계 등의 사용

금지

  ○ 전기․가스․열공급시설 및 통신시설의 운영관리단계에서 지하 라이프라인 안전

규제제도 분석

    - ｢전기사업법｣상의 사전규제 및 사후규제제도 분석

    - 가스 3법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

리 및 사업법｣상의 사전규제 및 사후규제제도 분석

    - ｢집단에너지사업법｣상의 사전규제 및 사후규제제도 분석

    -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사전규제 및 사후규제제도 분석



  ○ 특별법상 전기․가스․열공급시설 및 통신시설에 관한 지하 라이프라인 안전규

제제도 분석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지하라이프라인 안전규제 분석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지하라이프라인 안전규제 분석

  ○ 지하에 매설된 전기․가스․열공급시설 및 통신시설의 라이프라인에 관한 안전

규제제도의 문제점 분석

    - 도로․토지․일반지하의 굴착단계에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 등의 안전조치를 취

하지 않은 자에 대한 행정형벌의 부정합성

    - 전기, 가스, 열공급시설 및 통신시설의 운영관리단계에서 지하라이프라인 안전

규제제도의 문제점

      ㆍ 전기설비의 사용전 검사 이후의 안전검사 부재

      ㆍ 전기설비의 안전관리기술기준의 지중선로의 안전관리 부재

      ㆍ ｢도시가스사업법｣상 가스도매사업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충전사

업자에 대한 다수의 검사제도로 인한 중복성 문제

      ㆍ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자율검사와 정기검사의 항목의 중복 문제

      ㆍ LPG 개별공급방식에서 소규모 저장탱크방식으로 전환시 안전규제 공백

      ㆍ 열공급시설에 관한 정기점검 시기 및 방법에 관한 규정 불비

      ㆍ 지하에 매설되는 통신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규제체계가 공백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지하에 매설된 전기, 가스, 열공

급시설 및 통신시설인 라이프라인에 대한 안전규제 공백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10미터 이하의 굴착공사시 규제 공백

    - 기존 전기, 가스, 열공급시설 및 통신시설인 지하라이프라인의 위치정보관리체

계 부재



    - 전기, 가스, 열공급시설 및 통신시설인 지하라이프라인의 측정 장비 확산을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규정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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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 미국은 지하 라이프라인의 안전규제체계와 관련하여 위험물질과 파이프라인 검

사체계로 구성하고 있음

    - 미국은 가스배관과 관련하여 배관상태, 부식, 결함, 오염 등의 상태를 검사할 수 

있는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 이와 더불어 미국은 사용자가 스스로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연방에너지규제위원

회에 신고를 통하여 벌칙을 경감해주는 “자체신고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특

히, 미국의 루지애나 주는 굴착 및 철거, 긴급굴착, 피해예방조치, 기금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하여 지하 라이프라인에 관한 안전규제를 마련하고 있음

  ○ 영국

    - 영국도 지하서비스와 관련된 법령은 존재하고 있으나, 지하서비스와 관련된 직

접적인 법령이 없다는 점에서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유지를 하고 있지 않음

    - 영국은 보건안전청을 통하여 작업장의 보건과 안전에 관한 검사를 하고 있는 

점을 발견할 수 있고, 지하서비스 안전검사는 민간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 특히, 영국은 도시계획시행자로 하여금 모든 장치에 대한 검사 및 기록을 제공하

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하서비스 기록을 시행하고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지

하서비스 내에 작업을 수행할 권한을 가진 자에게 무료로 열람하고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독일

    - 독일은 전기, 가스, 통신 등의 지하 라이프라인과 관련하여 연방네트워크청

(BNetzA)이 관할하고 있으나, 지하 라이프라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통합적인 법

률은 마련하고 있지 않음

    - 특히, 독일의 에너지사업법 제49조에서 전기안전과 가스안전을 다루고 있는바, 

구체적으로 전기안전에 대한 기술적 사항은 독일 전기기술협회(VDE)의 기술규

정을, 가스안전에 대한 기술적 사항은 가스 및 수자원협회(DVGW) 기술규정을 

따르도록 정하고 있음

    - 따라서 독일은 연방차원에서 안전규정을 마련하는 방식보다는 기술적 안전사항에 

관한 관리 및 감독권을 중시하여 전기, 가스, 통신 등의 지하라이프라인 관련 법령

이 통합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 개별 법령의 몇 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일본

    - 일본은 미국, 영국, 독일의 국가와 달리 지하 라이프라인인 전기설비, 가스배관, 

열공급시설, 통신시설에 대한 안전규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명시적으로 지하에 

대한 규제를 마련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기사업법｣, 가스 3법인 ｢가스사업법｣, 

｢고압가스보안법｣, ｢액화석유가스의 보안의 확보 및 취급의 적정화에 관한 법｣, 

｢전기통신사업법｣, ｢대심도 지하의 공공적 사용에 대한 특별조치법｣ 등의 법제

를 마련하고 있음

  ○ 시사점

    -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의 주요국가의 지하라이프라인 관련 법제도 등을 분석해 

보았으나, 지하 라이프라인 안전규제와 관련하여 최적화되게 규율하고 있지 않

음을 발견할 수 있었고, 미국, 영국, 독일의 경우에는 안전관리체계를 민간이나, 

공인검사기관, 협회 등을 통하여 “사업자 중심의 자율안전관리체계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임



    -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법제와 유사하게 ｢전기사업법｣, 가스 3법인 ｢가스

사업법｣, ｢고압가스보안법｣, ｢액화석유가스의 보안의 확보 및 취급의 적정화에 

관한 법｣, ｢전기통신사업법｣등을 개별규정을 통하여 사전-사후적인 안전관리체

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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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별 법률상 지하 라이프라인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제시

    - ｢도로법｣․｢건축법｣상 지하 굴착단계에서 안전조치 강화방안으로 제재처분 정

비방안 제시

    -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

전관리 및 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전기․가스․

열공급시설 및 통신시설의 운영관리단계에서 안전규제 개선방안 제시

  ○ 특별법상 지하 라이프라인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제시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지하에 매설된 전기설비, 가스배

관, 열공급시설 및 통신시설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10미터 이

하의 굴착공사시 공백문제 정비방안 제시

    - 기존 지하에 매설된 전기, 가스, 열공급시설 및 통신시설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

방안 제시

    - 기존 지하에 매설된 전기, 가스, 열공급시설 및 통신시설인 라이프라인의 측정장

비 확산을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규정 입법화 방안 제시

    - 지반침하(싱크홀)로 인한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규정으로 “복구자금 선지급” 및 

“국가보조금 규정” 신설 방안 제시



Ⅲ. ���

  ○ 장기적․구체적인 계획 없이 개발된 지하에 매설된 전기, 가스, 열공급시설 및 통

신시설에 대한 통합적인 데이터와 통계자료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함 

  ○ 지하라이프라인의 안전관리 규제체계 분석을 통한 문제점 분석을 통하여 개별법

과 특별법상의 법제개선 방안의 기초자료로 활용

  ○ 지하에 오랫동안 매설된 전기, 가스, 열 및 통신시설인 라이프라인에 관한 법제 

개선방안 제시를 통하여 혁신성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에너지�산업과 �기술 정

책개발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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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Ⅰ. Backgrounds and Purp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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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 the Republic of Korea, policies for the development of underground facilities for 

the supply of electricity, gas and heat and telecommunications systems have been 

established and implemented, in the course of construction, without detailed long-term 

plans, and consequently no appropriate system has been established for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data about underground facilities for the supply of electricity, gas and 

heat and about energy facilities for telecommunications systems, let alone statistical 

data about safety insp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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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s a consequence of policies implemented during last 30 to 40 years in the Republic 

of Korea with an aim to attain compressed modernization within a short period by 

all means, placing the highest value on “construction state”, “growth- at-all-costs”, 

and “hurry-up culture”, a variety of big accidents have been occurring to cause 

massive human casualties and property damage every year.



  ○ In particular, policies for haphazard development of underground life-lines have con-

tinuously caused accidents: the land subsidence (sink hole) near Gajwa Subway 

Station in Seodaemun-gu, Seoul in 2007; the land subsidence at the construction site 

in Incheon for a subway line in 2012; the collapse of a construction site of the Sky 

View Housing Complex in the Sky City, Yeongjong Island in July, 2014; a sink hole 

at Seokchon Lake near Jamsil Subway Station in Seoul in 2014; the burst of a 

medium-pressure urban gas pipeline under a road in Gayang-dong, Gangseo-gu, Seoul 

at 1:38 a.m. December 21, 2017; the land subsidence (sink hole) on a road near an 

apartment building in Gasan-dong, Geumcheon-gu, Seoul on August 31, 2018; and 

the collapse of the kindergarten building of Sangdo Elementary School due to a 

construction project for a multi-household building in Sangdo-dong, Seoul in Sep-

tember 6, 2018.

  ○ Moreover, the collapse of underground electrical facilities, urban gas pipelines, heat 

supply facilities and telecommunication systems due to the level 5.8 earthquake that 

occurred in Gyeongju on September 12, 2016, the level 5.4 earthquake that occurred 

on November 15, 2017 and other events threatened the safety of people's lives, 

bodies, etc. and extremely intensified people's fear. Consequently, safety management 

for underground life-lines has emerged as a national conc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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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 Ulsan Metropolitan City, which can be referred to as the industrial capital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life-lines buried underground in the Petrochemical Complex 

and the Onsan National Industrial Complex are as long as 1774.5 kilometers in total: 

90.8 kilometers for telecommunications; 572.2 kilometers for gas pipelines; 158.9 

kilometers for oil pipelines; 821.1 kilometers for chemical pipelines and other 

pipelines. The pipelines aged at least 20 to 50 years and intricately intertwined will 

possibly cause a huge disaster, if an earthquake or any accident occ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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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nd subsidence (sink hole) accidents occurred 3,600 times during the period from 

2011 to 2016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main cause of such land subsidence 

accidents is a continuously increasing number of facilities aged at least 20 years, 

which occupy 67% of facilities for electricity and 64% of utility tunnels, among 

facilities buried underground for electricity, gas, heat and telecommunications.

  ○ The land subsidence (sink hole) accidents continuously occurring even in recent tines 

in the city centers of Seoul, Incheon, Daegu, Daejeon, Pohang, Busan, etc. intensify 

a feeling of insecurity in people's mind and has increased personal injuries and 

property damage. 



  ○ The life-lines, consisting of facilities buried underground since long ago for electricity, 

gas, heat and telecommunications, are essential public facilities with an absolute 

impact on people's living and national industrial development. Since the stable supply 

of electricity, gas and thermal energy is also needed for new energy industries for 

innovative growth and the development of policies for new technology, this study has 

been performed to formulate measures for improving legislation by analyzing regu-

latory systems for preventive and follow-up safe management of facilities buried 

underground for electricity, gas, heat and telecommunications.

Ⅱ. Major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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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State's duty to protect the safety of energy-related facilities of underground 

life-lines:

    - The State's monopoly of power;

    - Theories on, and constitutional ground for, the State's duty to protect safety.

  ○ Assessment standards for safety management for energy-related facilities of under-

ground life-lines:

    -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insufficient actions (Untermaßverbot);

    - The Legislature's power of legislative formation;

    - Primarily, the stipulation of the duty of performance through legislation by the 

Legislature;



    - Secondarily, the realization of the duty of protection by the Executive and the 

Judiciary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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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nalysis of regulatory systems for the safety of underground life-lines at the stage 

of excavation of roads, land or an ordinary subsurface area:

    - Regulation for the safety of underground life-lines at the stage of excavation of a 

road: Permission for the occupancy of a road under Article 61 (1) of the Road Act 

and safety management for the occupancy of a road under Article 62 (1) of the Road 

Act;

    - Regulation for the safety of underground life-lines at the stage of excavation of land: 

Safety of a building site under Article 40 of the Building Act, measures for an 

excavated section of land under Article 41 of the said Act, etc. - prevention of 

hazards, such as collapse of a slope, soil erosion, etc., while performing construction 

works; 

    - Regulation for the safety of underground life-lines at the stage of excavation of an 

ordinary subsurface area: The business owner's measures for safety under Article 23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measures for the safety of underground 

workers, while performing works or excavation work; prevention of hazards, while 

excavating ground, etc.; prevention of hazards caused by damage to buried things, 

etc.; prohibition of the use of excavators, etc.



  ○ Analysis of regulatory systems for the safety of underground life-lines at the stage 

of operation and management of facilities for the supply of electricity, gas and heat 

and telecommunications systems:

    - Analysis of ex-ante and ex-post regulatory systems under the Electric Utility Act:

    - Analysis of ex-ante and ex-post regulatory systems under 3 major gas-related Acts: 

the High-Pressure Gas Safety Control Act; the Urban Gas Business Act; and the 

Safety Control and Business of Liquefied Petroleum Gas Act;  

    - Analysis of ex-ante and ex-post regulatory systems under the Integrated Energy 

Supply Act;

    - Analysis of ex-ante and ex-post regulatory systems under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 Analysis of regulatory systems for the safety of underground life-lines for facilities 

for the supply of electricity, gas and heat and telecommunications systems under 

Special Acts:

    - Analysis of the regulation for the safety of underground life-lines under the Special 

Act on the Safety Control and Maintenance of Establishments;

    - Analysis of the regulation for the safety of underground life-lines under the Special 

Act on Underground Safety Management;

  ○ Analysis of problems in the regulatory systems for the safety of life-lines buried 

underground for facilities for the supply of electricity, gas and heat and telecom-

munications systems

    - Inconsistency of administrative penalties imposed upon the persons who fail to take 

measures for the safety of people's lives, bodies, etc. at the stage of excavation of 

a road, land or an ordinary subsurface area;



    - Problems in the regulatory systems for the safety of underground life-lines at the 

stage of operation and management of facilities for the supply of electricity, gas and 

heat and telecommunications systems:

      ㆍ No safety inspections of electrical equipment after pre-use inspections; 

      ㆍ Lack of safety management for underground cables at the level of the technical 

standards for the safety management of electrical equipment; 

      ㆍ Redundancy of inspections due to multiple inspection systems implemented to 

gas wholesalers, general urban gas businesses, and urban gas filling businesses 

under the Urban Gas Business Act;

      ㆍ Redundancy of items of self-inspections and regular inspections under the High- 

Pressure Gas Safety Control Act; 

      ㆍ Loop holes in regulation on safety where the manner of supply is changed from 

individual supply of LPG to storage in small tanks;  

      ㆍ Insufficient provisions regarding the timing and method for regular inspections 

of heat supply facilities;

      ㆍ Loop holes in the regulatory system for safety management for telecommuni-

cation systems buried underground; 

    - Loop holes in regulation for safety of underground life-lines for facilities for the 

supply of electricity, gas and heat and telecommunications systems under the Special 

Act on the Safety Control and Maintenance of Establishments;

    - Loop holes in regulation on excavation work for a depth of not more than 10 meters 

under the Special Act on Underground Safety Management; 



    - Lack of a location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for existing underground life- 

lines for facilities for the supply of electricity, gas and heat and telecommunications 

systems

    - Loop holes in regul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for proliferating equip-

ment for measuring underground life-lines for facilities for the supply of electricity, 

gas and heat and telecommunications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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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ited States of America:

    - The United States has a system for inspecting hazardous substances and pipelines 

in relation to the regulatory system for the safety of underground life-lines.

    - The United States has established an automated system for inspecting the status of 

pipes, corrosion, defects, pollution, etc. in connection with gas pipelines.

    - In addition, the United States has implemented a “self-reporting system” under which 

an employer who voluntarily reports its violations to the Federal Energy Regulatory 

Commission is eligible for penalty mitigation. Meanwhile, the State of Louisiana in 

the United States has regulated the safety of underground life-lines through statutes 

on excavation and demolition, emergency excavation, measures for preventing damage, 

funds, etc.   



  ○ United Kingdom 

    - The United Kingdom also has statutes concerning underground services but has not 

taken any particular measure for systematic management and maintenance of safety, 

since it does not have any statute directly related to underground services. 

    - It is noted that the United Kingdom has conducted inspections to ensure health and 

safety in workplace through its Health and Safety Executive, while inspections on 

safety in underground services are performed mainly by the private sector.

    - In particular, the United Kingdom requires the implementer of an urban plan to 

inspect all equipment and provide records of such inspections and to enter and keep 

such records of underground services, so that persons authorized to perform any 

work in underground services can inspect and check such records free of charge.

  ○ Germany

    - In Germany, the Federal Network Agency (BNetzA) has the authority to administer 

underground life-lines for electricity, gas, telecommunications, etc., but there is no 

comprehensive legislation concerning safety management for underground life-lines. 

    - In particular, Article 49 of the Energy Business Act of Germany provides for safety 

in electricity and gas. More specifically, the Act provides that regulations on tech-

nologies, established by the German Association for Electrical, Electronic and Infor-

mation Technologies (VDE), shall apply to technical matters concerning safety in 

electricity, while regulations on technologies, established by the German Technical 

and Scientific Association for Gas and Water (DVGW), shall apply to technical 

matters concerning safety in gas.



    - Hence, Germany places an emphasis on the authority for the control and supervision 

of safety in technology, rather than enacting federal legislation on safety, and has 

no comprehensive legislation on underground life-lines for electricity, gas, telecom-

munications, etc., except some provisions in respective statutes.

  ○ Japan

    - Unlike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Germany, Japan has legislation 

to promote regulation on safety in underground life-lines for electrical facilities, gas 

pipelines, heat supply facilities and telecommunications systems: such as the Electric 

Utility Industry Act; 3 gas-related statutes, i.e., the Gas Utility Industry Act, the 

High-Pressure Gas Safety Act, and the Act on the Securing of Safety and the 

Optimization of Transactions of Liquefied Petroleum Gas; the Telecommunications 

Industry Act; the Act on Special Measures for the Public Use of Deep Underground, 

etc., although such statutes explicitly provide for regulation on underground. 

  ○ Implications

    -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legislation, etc. on underground life-lines in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Germany and Japan, it is found that regulation on safety 

in underground life-lines in such countries is not optimized and that the safety 

management systems of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Germany are 

characterized by the fact that they “are changing their systems to business-oriented 

autonomous safety management systems” through the private sector, officially accre-

dited inspection agencies, associations, etc. 



    - The Japanese system is characterized by the fact that systems for ex-ante and ex-post 

safety management are established pursuant to respective statutes: such as the 

Electric Utility Industry Act; 3 gas-related statutes, i.e., the Gas Utility Industry Act, 

the High-Pressure Gas Safety Act, and the Act on the Securing of Safety and the 

Optimization of Transactions of Liquefied Petroleum Gas; the Telecommunications 

Industry Act, etc., similar to legisl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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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easures proposed to improve legislation concerning underground life-lines in res-

pective Acts:

    - Measures proposed to rearrange penalties as schemes to strengthen measures for 

safety at the stage of underground excavation under the Road Act and the Building 

Act; 

    - Measures proposed to improve regulation on safety at the stage of operation and 

management of facilities for the supply of electricity, gas and heat and telecom-

munications systems under the Electric Utility Act, the Urban Gas Business Act, the 

High-Pressure Gas Safety Control Act, the Safety Control and Business of Liquefied 

Petroleum Gas Act, the Integrated Energy Supply Act and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 Measures proposed to improve legislation concerning underground life-lines under 

Special Acts:

    - Measures proposed to apply to electrical systems, gas pipelines, heat supply facilities 

and telecommunications systems buried underground under the Special Act on the 

Safety Control and Maintenance of Establishments;

    - Measures proposed to modify loop holes related to excavation works at a depth of 

not more than 10 meters under the Special Act on Underground Safety Management 

put into force on January 1, 2018;

    - Measures proposed to collect information about the location of existing underground 

facilities for the supply of electricity, gas and heat and telecommunications systems; 

    - Measures proposed to legislate regul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for 

proliferating measuring instruments for existing underground life-lines as facilities 

for the supply of electricity, gas and heat and telecommunications systems;

    - Measures proposed to insert new provisions concerning “advance payment of funds 

for restoration” and “state subsidies” as compensation for residents sustaining damage 

due to a land subsidence event (sink hole).

Ⅲ. Expected Effects

  ○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an integrated system for data and 

statistics about underground facilities for the supply of electricity, gas and heat and 

telecommunications systems which have been developed without detailed long-term 

plans. 



  ○ This study can be utilized as a basic document prepared by analyzing problems 

through an analysis of regulatory systems for safety management for underground 

life-lines to formulate measures for improving legislation by respective Acts and 

Special Acts. 

  ○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stable development of new energy industries and of 

policies for new technology to attain innovative growth, by proposing measures for 

improving legislation on life-lines buried underground since long ago as facilities for 

the supply of electricity, gas and heat and telecommunications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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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라이프라인이란 전기설비, 가스배관, 열공급시설 및 통신시설, 상․하수도시설로

부터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하고 안정적인 삶의 보장하며, 국가의 산업발전에 없어서

는 안되는 필수적인 전기, 가스, 열 및 통신의 에너지시설1)을 말한다. 이를테면, 전기설

비, 가스배관, 열공급시설 및 통신시설의 지하라이프라인은 국가의 산업발전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국가의 기반시설을 유지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미래 4차 산업혁명시대에 에너지 �산업(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빅 데이터, AI 

등) 및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또 다시 전기, 가스, 열 및 통신시설의 에너지시설을 

통하여 에너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전기, 가스, 

열 및 통신시설인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하여 대규모 집중형 발전방식인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여야 하는데 원자력발전소의 건설관련 부지선정의 문제, 고압송전선로 건설 입지

문제, 도시가스 배관 설치 문제, 열공급시설 설치 문제, 지역주민 간의 갈등 문제로 인하

여 사회적인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실제 사례를 통하여 경험하였다. 

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서 “지하시설물이란 상수도, 하수도, 전력시설물, 전기통신설비, 가

스공급시설, 공동구, 지하차도, 지하철 등 지하를 개발ㆍ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보고서 제목을 “지하라이프라인”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한 이유는 

국가의 산업발전에 없어서는 안되는 전기, 가스, 열 및 통신시설의 에너지시설임과 더불어서 국민들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공익설비인 “지하라이프라인(Underground life-lines)”에 관한 연구를 필요로 했기 때문이

다. 따라서 “지하라이프라인의 안전관리 규제체계에 관한 법제 연구”라는 제명하에서 국가의 산업발전과 국민의 

생명유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지하에 매설된 전기, 가스, 열 및 통신시설에 관한 안전관리체계 

등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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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경남 밀양의 송전선로 765kV 건설과정에서 2,000억원 이상의 엄청난 사회적인 

비용을 지불한 경험을 한 바 있다.

지난 30-40년간 우리나라는 압축화 된 근대화를 목표로 짧은 기간을 정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토건국가”, “성장지상주의”, “빨리 빨리”라는 최고의 가치를 발판으

로 삼아 안전 불감증으로 이어져 매년 각종 대형사고로 수 많은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2) 이처럼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 동안 현대화를 이룬 사회이므로 성장의 

밝음만큼이나 고통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으며, 이러한 고통의 그림자를 제거하기 

위하여 또 다시 �기술을 개발하여 이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전기, 가스, 열 및 통신시설인 

에너지시설을 또 다시 사용하여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지하에 매설된 전기, 가스, 열공급시설 및 통신시설의 경우에 건설과

정에 있어서 장기적․구체적인 계획 없이 개발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였기 때문에 지하

에 매설되어 있는 전기, 가스, 열공급시설 및 통신시설의 에너지시설에 대한 통합적인 

데이터와 안전검사에 관한 통계자료를 제대로 구축하지 못했다. 이러한 무분별한 지하라

이프라인 개발 정책3)으로 인하여, 2007년 서울 서대문구 가좌역 부근의 지반침하(싱크

2) 우리나라의 대형사고를 분석해보면, 1971년 12월 25일 대연각 화재사고로 165명 사망, 1993년 서해 훼리호 침몰

사고로 292명 사망, 1994년 10월 21일 성수대교 붕괴 32명 사망, 1995년 대구 상인동 가스폭발사고 101명 사망, 

1995년 6월 29일 서울 삼풍백화점 붕괴로 502명 사망, 2003년 2월 18일 대구지하철 방화사고로 190명 사망, 

2012년 9월 27일 구미 불산 가스누출사고로 5명 사망, 2014년 4월 16일 세월호참사로 300여명 사망, 2014년 

5월 28일 장성요양병원 화재사고로 21명 사망, 2015년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로 5명 사망, 2017년 12월 21일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로 29명 사망, 2018년 1월 27일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로 39명 사망하는 사고

가 발생하였는바, 2018년 6월 현재에도 대한민국을 후진국형 대형사고 공화국으로 불리워지고 있다는 점에서 

더 많은 성찰적인 반성을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이다.

3) 2018년 3월에 서울 강남 영동대로 지하화 사업으로 도로 하부에 5개 광역․지역철도를 탈 수 있는 통합역사, 

버스정류장, 공공․사업시설을 갖춘 광역복합 환승센터를 조성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다. 즉, 버스환

승정류장은 지상~지하 1층 사이에 양방향 7면씩 총 14면 규모이며, 지하 1~2층에는 도서관, 박물관, 전시장 등 

‘공공시설’과 대형서점, 쇼핑몰 같은 ‘상업시설’이, 지하 3층에는 국내․외 관광객을 위한 관광버스 주차장이, 

지하 4~6층에는 KTX 동북부연장, 위례신사, GTX A ․C노선, 삼성~동탄 등 5개 광역 ․지역철도를 탈 수 있는 

통합역사를 만드는 초대형 개발사업으로 1조 3067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대규모 건설공사이다. 이처럼 서울 강남 

영동대로의 지하화 개발공사의 경우에도 지하굴착으로 인한 지반침하(싱크홀)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

후하며, 한번 개발된 지하는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서울 잠실 제2롯데월드 개발 당시 지하 6층, 지상 123

층(555미터) 높이에 이른다는 측면에서 많은 안전상의 문제점을 제기되었으며, 지금도 계속 안전관리상의 문제

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http://www.dailian.co.kr/news/view/643399/?sc=naver<인터넷홈페이지: 2018년 6월 

11일>; http://www.engdaily.com/news/articleView.html?idxno=7973<인터넷홈페이지: 2018년 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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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 발생, 2012년 인천 지하철 공사장 지반 침하, 2014년 7월 영종도 하늘 도시 스카이뷰 

붕괴, 2014년 서울 잠실역 인근 석촌호수에서 발생한 싱크홀, 2017년 12월 21일 새벽 1시 

38분 서울 강서구 가양동 도로에서 중압 도시가스 배관 파열사고 및 2018년 8월 31일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아파트 인근 도로에 지반침하(싱크홀)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6년 9월 12일에 발생한 5.8 규모의 경주지진 및 2017년 11월 15일에 발생

한 5.4규모의 지진 등으로 인하여 지하에 매설된 전기설비, 도시가스 배관, 열공급시설 

및 통신시설이 붕괴되어 국민의 생명과 신체 등의 안전을 위협하게 되었다는 측면에서 

전 국민들에게 극도의 불안감을 증폭시켰으며, 지하라이프라인의 안전관리에 관한 문제

가 전국적인 관심사로 제기되기에 이르게 되었다.4) 이러한 현대사회를 독일의 사회학자

인 U. Beck5)은 “리스크사회(Risikogesellschaft)”라고 간파(��)한 바 있으며, 리스크사회

에서 개인은 점차 독립적으로 활동하게 되지만, 그 독립의 대가로 전문가에게 의존하여 

인지적 주권이 위협받게 되는 상황에 노출됨에 따라 끊임없는 위험과 끝없는 삶의 위기

에 처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해결방안으로 “성찰적 반성”으로 대응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

조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지하 라이프라인 에너지시설의 공급현황을 보면, 전력송전망 : 

19만 6220킬로미터, 배전선로 : 125만 1307킬로미터, 가스배관 : 4065킬로미터 등으로 라

이프라인이 구축되어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산업수도라고 할 수 있는 울산광역시의 경

우에 석유화학단지와 온산 국가산업단지의 지하에 매설된 전기통신: 90.8킬로미터, 가스

관: 572.2킬로미터, 송유관: 158.9 킬로미터, 화학관: 821.1 킬로미터 등 라이프라인 배관

이 모두 1774.5킬로미터라고 한다. 즉, 울산 석유화학단지와 온산 국가산업단지의 지하에 

4) 이러한 현대사회를 위험사회라고 말하는바, 위험사회는 위험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취하는 사회, 즉 

위험을 취하도록 장려하는 사회라고 명명하고 있다. 즉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주변 생활환경을 돌아보면, 초고층 

건축물에서 생활을 하고, 300킬로미터로 달리는 고속철도를 이용하며, 땅 밑에 매설된 가스관, 송전선로 등의 

전기와 가스 및 난방시설 등을 통하여 삶을 편리하게 영위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현대사회에서 경제

가 발전하면 하게 될수록 위험의 발생이 커지고, 국민소득이 2만달러 넘는 사회일수록 위험은 대형화․고도화․

집적화․복잡화되어 간다. 이에 대한 내용은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미래전략연구센터, ｢대한민국 국가미

래전략 2018｣(이콘출판사, 2017/10), 326면. 

5) U. Beck, Risikogesellschaft- Auf dem weg in eine andere Moderne-, (Suhrkamp Verlag, 1986); 홍성태 역, ｢위험사

회 - 새로운 근대성을 위하여 -｣(새물결출판사, 1997), 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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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설된 배관은 20년에서 50년이 지난 노후화된 배관망들이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혀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지진 등으로부터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함에 따라 지하에 매설된 전기, 가스, 열 및 통신시설에 대한 안전관

리에 관한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반침하(싱크홀)사고가 3,600여

건이 발생했다. 그 이유가 지하에 매설된 전기, 가스, 열 및 통신시설들이 20년 이상 노후

화된 전기설비7%, 공동구가 64%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지하에 오랫동안 매설된 전기, 가스, 열 및 통신시설인 라이프라인은 국민들의 생활과 

국가의 산업발전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추적인 필수공익설비로서 에너지�산업

과 �기술 정책개발에도 안정적으로 전기, 가스, 열에너지를 공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지

하에 매설된 전기, 가스, 열 및 통신시설에 대한 사전예방․사후안전관리의 규제체계 분

석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최근에도 계속 서울, 인천, 대구, 대전, 포항, 부산 등의 도심지에서 지반침하

(싱크홀)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뇌리 속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 인적․물

적인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인적․물적 피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하에 매설된 

전기설비, 가스배관, 열공급시설 및 통신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확보하기 위하

여 ｢전기사업법｣, 가스 3법인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

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의 에너지 법제를 분석한다. 동시에 

2018년 1월 1일에 시행 중인 일정한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에 대하

여 지하안전영향평가,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및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지하안전관리제도를 담고 있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설물의 안

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의 안전관리 규제체계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방안

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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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에도 계속적으로 서울, 인천, 대구, 대전, 포항, 부산 등의 도심지에서 

지반침하사고가 발생하면서 국민들에게 불안감 및 인적․물적인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울산광역시의 경우에 석유화학단지와 온산 국가산업단지의 지하에 매설된 전기통

신: 90.8킬로미터, 가스관: 572.2킬로미터 등이 20년에서 50년이 지난 노후화된 배관망들

이 거미줄처럼 서로 복잡하게 얽혀서 설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오고 

있다. 사실상, 지진 등으로부터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가

능성이 농후함에 따라 지하라인프라인 전기설비, 가스배관, 열공급시설 및 통신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규제제도에 관한 분석이 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지하라인프라인 전기설비, 가스배관, 열공급시설 및 통신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규제제도에 관한 분석을 선행하기 위하여 ｢헌법｣상 국가가 필수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이자 존재하는 목적이 국민의 생명과 신체 등의 안전과 재산권을 보장하여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국가는 사실상 존재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를 정착하는 것이어야 말로 국가가 존재하게 되는 목적이기 때문이다. 

바로 국가학의 관점에서 지하라이프라인 전기설비, 가스배관, 열공급시설 및 통신시설에 

관한 국가의 안전보호의무 이론 분석을 바탕으로 삼아서 ｢전기사업법｣, 가스 3법인 ｢도

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전

기통신사업법｣, 최근에 제정되어 시행 중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법제를 분석한다. 

따라서 현행 지하라이프라인의 에너지시설 관련 법제상 전기설비 관련 ｢전기사업법｣, 

가스배관 관련하여 가스 3법인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

스사업법｣, 열공급시설 관련 ｢집단에너지사업법｣, 통신시설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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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에 시행 중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안전관리규제제도 분석을 통하여 향후 법제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

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및 문헌적․입법학적인 연구방법론을 채택한다.

본 연구의 범위는 제2장에서 지하라이프라인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헌법｣상의 법이론

인 국가의 안전보호의무 이론을 분석하는데, 지하라이프라인의 안전관리에 관한 ｢헌법｣

적인 근거, 지하라이프라인의 에너지관련 시설에 관한 기준으로 “과소금지의 원칙”에 대

하여 분석한다. 

제3장에서는 현행 지하 라이프라인의 에너지관련 시설에 관한 법제분석과 관련하여 

먼저, 도로․토지․일반지하의 굴착단계에서 지하 라이프라인 안전규제제도를 분석하고, 

두번째로 전기․가스․열공급시설 및 통신시설의 운영관리단계에서 지하 라이프라인 안

전규제제도를 분석하고, 세 번째, 특별법상 전기․가스․열공급시설 및 통신시설에 관한 

지하 라이프라인 안전규제를 분석을 통하여 현행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

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지

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지하라이

프라인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제도상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주요국의 지하 라이프라인의 안전관리 법제 분석과 관련하여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의 법제도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도심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싱크

홀) 사고를 사전에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사후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는 시스템을 갖추

고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한다.

제5장에서는 지하 라이프라인의 안전관리 실현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하

여 첫째, 개별 법률상 지하 라이프라인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으로 ｢도로법｣․｢건축법｣상 

지하 굴착단계에서 안전조치 강화방안,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

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전기통신사업

법｣상의 전기․가스․열공급시설 및 통신시설의 운영단계에서 안전규제 개선방안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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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고, 둘째, 특별법상 지하 라이프라인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지하에 매설된 전기설비, 가스배관, 열공급시설 및 통신시설

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방안과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10미터 이하의 굴착공사시 공백문제 정비방안, 기존 지하에 매설된 전기, 

가스, 열공급시설 및 통신시설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방안, 기존 지하에 매설된 전기, 가

스, 열공급시설 및 통신시설인 라이프라인의 측정 장비 확산을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규

정 입법화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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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라이프라인 전기설비, 가스배관, 열공급시설 및 통신시설에 관한 실태조사의 목적은 

국가의 산업발전과 국민들의 실생활에 편리함과 안락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시설로서 연구자가 직접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전기설비․가스배관․열공급시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함으로서 본 연구의 법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충실성을 강화하고자 했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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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지하라이프라인 실태조사는 2018년 4월 4일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

로 부군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

국가스안전공사｣의 관계자가 참석하여 함께 실태조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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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설비, 가스배관, 열공급 라이프라인

�  � �  �

- 세종시 시설관리공단의 협조로 지하라이프

라인 출입구로 들어갈 수 있는 시설물

- 지상 도로 옆에 출입할 수 있는 문을 설치

하고 있으며, 일반인의 출입을 엄격히 제한

하고 있는 국가 보안시설물임

- 필수적인 공익설비인 전기배선을 구획하여 

정리하였으며, 추후 전기배선의 확장을 고

려한 설계가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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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수구 확보 및 전기․통신 시설을 사람이 

굽히지 않고 유지보수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

- 환풍시설 및 긴급호출 설비 등 안전설비를 

잘 갖추고 있음

- 지하라이프라인 중 가장 부피가 큰 열공급

시설 및 상․하수도 배관등이 설비되어 공

급 효율화를 위해 직선화를 모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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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기설비 및 공급 라이프라인

- 전기 공급 라이프라인을 제어할 수 있는 중

앙제어관제 시스템

- 원활한 공급 상황을 점검

- 지하에 설치된 전기․공급시설

- 필수 전기․에너지 라이프라인의 공급 및 

송출을 위한 지리적 위치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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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정부) 지하라이프라인은 2018년 4월 23일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부근에서 

｢가스안전공사｣ 배관진단처,｢대륜E&S｣ 기술팀과 함께 실태조사를 하였다.

- 각 지역별로 연결되고 있는 전기 송․배출 

관리 시설

- 필수 기반시설의 전력공급을 위한 계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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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압가스 에너지를 받아서 중압으로 변환하

여 지역별로 내보내는 라이프라인

- 압력을 낮추어 각 구역별 배분하는 장비로 

일반인의 접근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

- 도시가스 라이프라인이 지나가는 길목을 나

타내고 있는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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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양재동 서초지구)의 지하라이프라인은 한국전력공사 서초지사와 2018년 8월 

28일 양재동 서치지사에서 ｢한국전력공사｣ 전력담당자, ｢한국전기안전공사｣ 관계자와 

함께 실태조사를 하였다.

- 배선의 전기 전압을 측정하여 누출이 없는

지 확인할 수 있는 장비

- 전력구 감시시스템 계통도

- 전력구 현황 관리, 전력구 출입관리 및 원격

개폐, 화재케이블 온도 감시, 선로 유압 및 

유위 감시를 메인 센터에서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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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전력지사 관내 계통도(2017.03.02.)

- 관내 변전소, 관외 변전소, 전력구, 관로, 공

동구 등 관내 주요 라이프라인의 도식화

- 공동구내 전력망, 전기설비, 화재안전 설비

- 지하 50m까지 수직으로 설치

- 외부압력에 대비 할 수 있도록 구조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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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라이프라인 전기설비, 가스배관, 열공급시설 및 통신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실질

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그 동안 문헌적․입법학적인 연구방법론을 채택하였

으나, 보다 실질적인 법제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했다. 

이에 본 연구자들은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거점지역 세종과 경기도 의정부 지역 및 

서울 양재동 서초지구인 세 곳을 선정하여 지하라이프라인의 실태 및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했다. 

실제 우리가 매일 다니고 있는 길 아래에 매설되어 있는 전기설비, 가스배관, 열공급시

설 등이 보이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국가의 중요한 필수공익설비

에 관한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하에 매설된 전기설비, 가스배관, 열공급시설 및 통신

시설의 라이프라인에 관한 문제점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지하라이프라인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제개선 방안을 강구하고자 했다.

- 감시설비 및 전기설비, 통신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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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권력은 국민의 생명권, 신체의 자유 또는 재산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고, 이러한 국가 권력은 국민의 안전보장과 질서를 유지하는데 기여한다.6) 국가가 지하

에 매설된 전기설비, 도시가스 배관, 열공급시설 및 통신시설등에 대한 리스크로부터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해야 하는 의무는 당연히 국가에게 있는 것이다.7) 

왜냐하면 지하에 매설된 전기설비, 도시가스 배관, 열공급시설 및 통신시설의  안전사

고로 부터 국가의 안전보호 의무는 국가가 성립함과 동시에 전제된 국가의 체제를 유지

하기 위한 본질적인 국가목적이기 때문이다.8)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2016년 9월 12

6) 김종천, “｢화학물질관리법｣의 전면 개정(안)에 관한 고찰” ｢환경법연구｣ 제36권제2호(한국환경법학회, 2014/8), 

6면; 김종천, “석유화학콤비나트방재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공법적 연구”, ｢법학논총｣ 제27집제3호(한양대

학교 법학연구소, 2010/9), 69면.

7) 이처럼 국가의 권력독점권은 토마스 홉스의 국가철학이론에서 출발하게 되는바, 국가권력의 부재는 만인에 대

한 만인의 투쟁 상태가 발생할 수 있고, 국가권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개인의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 및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으며, 또한 외부적인 침해로부터 개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에게 권력을 부여하여야 한다

는 점을 영국의 내전상황을 경험하게 되면서 국가에게 절대적인 권력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17), 92면; 김종천, “｢화학물질관리법｣의 전면 개정(안)에 관한 고찰” ｢환경법연구｣ 

제36권제2호(한국환경법학회, 2014/8), 6면; 김종천, “석유화학콤비나트방재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공법적 

연구”, ｢법학논총｣ 제27집제3호(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9), 69면; W. Brugger, Gewährleistung von Freiheit 

und Sicherheit im Lichte unterschiedlicher Staats- und Verfassungsverständnisse, VVDStRL 63, 2004, S. 101ff.; 

U. Volkmann, Sicherheit und Risiko als Probleme des Rechtsstaats, JZ, 2004, S. 697.; M. Möstl, Die staatliche 

Garantie für die öffentliche Sicherheit und Ordnung, Tübingen, 2002, S, 7f.).

8) 김종천, “｢화학물질관리법｣의 전면 개정(안)에 관한 고찰” ｢환경법연구｣ 제36권제2호(한국환경법학회, 2014/8), 

7면; 김종천, “석유화학콤비나트방재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공법적 연구”, ｢법학논총｣ 제27집제3호(한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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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에 5.8 규모의 경주지진과 2017년 11월 15일에  5.4규모의 포항지진이 발생해 많은 이

재민이 발생하였고 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지진은 지하에 매설된 전기설비, 도시가스 배

관, 열공급시설 및 통신시설에도 영향을 주어 국민의 생명과 신체 등의 안전이 위협받게 

된다.  따라서 경주지진과 포항지진으로부터 지하에 매설된 전기설비, 도시가스 배관, 열

공급시설 및 통신시설의 폭발사고와 화재의 리스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등의 안전

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에게 본질적으로 부과된 안전과제이다.9)

이러한 점에서 국가는 지하에 매설된 전기설비, 도시가스 배관, 열공급시설 및 통신시

설의 안전사고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와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등의 

안전을 보장해야할 과제를 부여받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헌법규정에서 명시적으로 국가

의 안전보호 의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여야 하는 국가과제를 국가의 목적론이나 존립정당성에서 찾아야 할 필요

성은 더 이상 없으며 헌법규정에서 관련을 가지는 기본권의 특성에서 찾아야 한다.10) 우

리나라 ｢헌법｣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등에 관한 “안전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는바, ｢헌법｣ 

전문에는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

면서”라고 하면서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 등의 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

는 의무를 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11) 또한 ｢헌법｣에서 국가목적 중에 하나로 안전을 

들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와 관련해서 ｢헌법｣ 제10조, 제23조, 제34조제6항, 제37

조제2항에서 근거한다고 보아야 한다.12)

학교 법학연구소, 2010/9), 69~70면.

9) 김종천, “｢화학물질관리법｣의 전면 개정(안)에 관한 고찰” ｢환경법연구｣ 제36권제2호(한국환경법학회, 2014/8), 

7면; 김종천, “석유화학콤비나트방재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공법적 연구”, ｢법학논총｣ 제27집제3호(한양대

학교 법학연구소, 2010/9), 70면.

10) 김종천, “｢화학물질관리법｣의 전면 개정(안)에 관한 고찰” ｢환경법연구｣ 제36권제2호(한국환경법학회, 2014/8), 

7면; 김종천, “석유화학콤비나트방재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공법적 연구”, ｢법학논총｣ 제27집제3호(한양대

학교 법학연구소, 2010/9), 70면.

11) 김종천, “｢화학물질관리법｣의 전면 개정(안)에 관한 고찰” ｢환경법연구｣ 제36권제2호(한국환경법학회, 2014/8), 

7면; 김종천, “석유화학콤비나트방재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공법적 연구”, ｢법학논총｣ 제27집제3호(한양대

학교 법학연구소, 2010/9), 70면.

12) 그런데, 독일의 경우 J. Isensee 교수가 국가의 안전보호의무 근거를 기본권 외적인 근거, 즉 “��”이라는 ��

���	에서 찾고 있다. ��이란 과학기술발전에 따른 현대사회에서 국가가 존재하고 그 때문에 국민들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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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경주지진과 포항지진으로부터 지하에 매설된 전기설비, 도시가스 배관, 열공

급시설 및 통신시설의 폭발사고와 화재로부터 국민의 안전성확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생명권, 신체의 자유, 재산권을 제한하는 성격을 띠게 되는데, 이 경우에 ｢헌법｣ 

제3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과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 반드시 “형식적인 법률”에 의한 입법형식으로 규율하여야 

한다는 점이다.13)   

결국 지하라이프라인 전기설비, 도시가스 배관, 열공급시설 및 통신시설에 관한 국가의 

안전보호 의무는 헌법상 기본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생명권, 신체의 자유, 재산권에 대한 

국민의 기본적인 법익을 사인인 전기, 가스, 열, 통신 관련 사업자의 행위에 의하여 침해

되지 않도록 필요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14) 즉 지하라이프라

인 전기설비, 도시가스 배관, 열공급시설 및 통신시설에 관한 국가의 안전보호 의무는 

동등한 기본권 주체인 사인의 기본권 영역들을 상호획정하고, 획정된 영역에서 타 기본권 

주체의 행위나 영역으로부터 나오는 기본권적 법익에 대한 리스크와 위험을 억제하여 

각 기본권 주체가 자신의 기본권을 원만히 행사할 수 있도록 법질서를 형성하고 안전을 

유지해야 할 의무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15) 이에 지하라이프라인의 전기설비, 도시가

금 복종을 요구하고, ��에게는 
��
을 부여하는 국가의 근본적인 존립목적이라고 한다. ��이라고 하

는 국가의 과제는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은 국가가 존재하는 당연한 전

제조건이기 때문이다. 김종천, “｢화학물질관리법｣의 전면 개정(안)에 관한 고찰” ｢환경법연구｣ 제36권제2호(한

국환경법학회, 2014/8), 7면; 김종천, “석유화학콤비나트방재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공법적 연구”, ｢법학논총｣ 

제27집제3호(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9), 70면.; J. Isensee, Das Grundrecht auf Sicherheit, 1983, S. 33f.; 

Isensee, Das Grundrecht als Abwehrrrecht und staatliche Schutzpflicht, in : ders., / Kirchhof(Hrsg.), HdbStR Bd. 

V, 1992, §111, S. 186f.

13) 김종천, “｢화학물질관리법｣의 전면 개정(안)에 관한 고찰” ｢환경법연구｣ 제36권제2호(한국환경법학회, 2014/8), 

7~8면; 김종천, “석유화학콤비나트방재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공법적 연구”, ｢법학논총｣ 제27집제3호(한양

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9), 70면.

14) 김종천, “｢화학물질관리법｣의 전면 개정(안)에 관한 고찰” ｢환경법연구｣ 제36권제2호(한국환경법학회, 2014/8), 

8면; 김종천, “석유화학콤비나트방재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공법적 연구”, ｢법학논총｣ 제27집제3호(한양대

학교 법학연구소, 2010/9), 70면.

15) 하지만, D. Murswiek는 기본권적 법익(이익)이라는 표현을 대국가적 방어권으로서의 기본권을 넘어서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방어권으로서의 기본권은 국가와 국민의 관계에서만 존재하고, 기본권이 보호하려는 법익은 

국가와 국민관계와 무관하게 “절대적”으로 존재함을 표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인에 의한 기본권 침해는 정확

히 사인에 의한 기본권법익의 침해라고 불러야 한다고 한다.(김종천, “｢화학물질관리법｣의 전면 개정(안)에 관한 

고찰” ｢환경법연구｣ 제36권제2호(한국환경법학회, 2014/8), 8면; 김종천, “석유화학콤비나트방재시설의 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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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배관, 열공급시설 및 통신시설에 관한 국가의 안전보호의무 구조는 1차적으로 전기설

비, 도시가스 배관, 열공급시설 및 통신시설 관련 사업자이고, 2차적으로는 전기설비, 도

시가스 배관, 열공급시설 및 통신시설의 사업자로 부터 전기, 가스, 열을 사용하는 국민이

되는 것이다.16)

그러므로 현대의 리스크사회는 경주지진과 포항지진 등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지하에 

매설된 전기설비, 도시가스 배관, 열공급시설 및 통신시설의 사고부터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와 화재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신체 등의 안전성 확보와 재산권을 담보할 수 

있는 헌법이론을 요구받고 있는데, 이 이론이 “국가의 안전보호 의무”이다.17)

�2� �������� ����� ��� �" %&�*+ �" 

,!-. : �少禁止原則

지하라이프라인의 에너지관련 시설에 관한 국가의 안전보호의무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하여 다른 헌법상 의무와 기본권을 존중하면서 최적의 법제도적인 수단을 결정하여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에 해당된다.18) 입법자는 지진으

확보에 관한 공법적 연구”, ｢법학논총｣ 제27집제3호(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9), 70면.; D. Murswiek, Die 

staatliche Verantwortung für die Risiken der Technik- Verfassungs -rechtlichen Grundlagen und immissions-

schutzrechtliche Ausformung, Berlin, 1985, S. 94f.).

16) 김종천, “｢화학물질관리법｣의 전면 개정(안)에 관한 고찰” ｢환경법연구｣ 제36권제2호(한국환경법학회, 2014/8), 

8면; 김종천, “석유화학콤비나트방재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공법적 연구”, ｢법학논총｣ 제27집제3호(한양대

학교 법학연구소, 2010/9), 71면.

17)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국가의 안전보호 의무 이론에 관하여 충분하게 논의되고 있지 않았으나, 독일연방헌법재

판소 판결에 따라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제1항 헌법소원(헌법재판소 2009. 2. 

26. 2005헌마764 결정),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위생조건에 관한 고시에 관한 헌법소원(헌법재판소 2008. 12. 26. 

2008헌마419․423․436 병합결정)을 통하여 법원리인 “과소금지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국가의 안전보호

의무와 관련된 논문으로 이종영, “개정된 독일 기본법상 국가목표규정으로서의 환경보호”, ｢독일통일관련 연방

헌법재판소의 판례 및 기본법개정에 관한 연구｣(헌법재판소, 1996/12), 371면.; 이종영, 국가의 후세대 보호의무

와 유전공학의 안정성, ｢공법연구｣ 제30집 제1호(한국공법학회, 2001/12), 47면.; 김중권, “리스크 행정법으로서

의 약사법의 의의에 관한 소고”, ｢중앙법학｣ 제7집 제1호(중앙법학회, 2005/2), 141-142면.; 정남철, ｢행정법의 

특수문제｣(법문사, 2018), 285면.; 김종천, “｢화학물질관리법｣의 전면 개정(안)에 관한 고찰” ｢환경법연구｣ 제36

권제2호(한국환경법학회, 2014/8), 8면; 김종천, “석유화학콤비나트방재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공법적 연구”, 

｢법학논총｣ 제27집제3호(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9), 71면.

18) 김종천, “｢화학물질관리법｣의 전면 개정(안)에 관한 고찰” ｢환경법연구｣ 제36권제2호(한국환경법학회, 2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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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한 지하에 매설된 전기설비, 도시가스 배관, 열공급시설 및 통신시설의 폭발사고로

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등을 보호하기 위해 법익에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의 특성에 맞게 

여러 가지 효과적인 수단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19) 입법자의 제1차적인 의무는 

지진으로부터 지하에 매설된 전기설비, 도시가스 배관, 열공급시설 및 통신시설에 관한 리

스크와 위험을 평가하고, 평가된 리스크와 위험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적 수

단을 선택하여 결정하여야 한다.20) 입법자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합한 안전조치 중 

다양한 수단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입법자에게는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21) 

그러나 특별한 경우 입법자의 안전조치에 대한 입법재량권은 법률의 목적에 부합하는 

유일한 수단을 선택하도록 재량이 “	”으로 수축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22) 가령, 전자파

에 대한 신체의 유해성에 대하여 아직 명백하게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에 관하여 입법자는 보호조치 필요성에 대한 정도를 확정할 수 없다.23) 그러나 전자파로 

인한 국민의 건강에 대한 리스크와 위험이 존재하는 상황 하에서 국가의 안전보호 의무

는 “입법자의 조사의무”로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24)

9면; 김종천, “석유화학콤비나트방재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공법적 연구”, ｢법학논총｣ 제27집제3호(한양대

학교 법학연구소, 2010/9), 71면.

19) 김종천, “｢화학물질관리법｣의 전면 개정(안)에 관한 고찰” ｢환경법연구｣ 제36권제2호(한국환경법학회, 2014/8), 

9면; 김종천, “석유화학콤비나트방재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공법적 연구”, ｢법학논총｣ 제27집제3호(한양대

학교 법학연구소, 2010/9), 71면.

20) J. Isensee, a.a.O., S. 231.; 김종천, “｢화학물질관리법｣의 전면 개정(안)에 관한 고찰” ｢환경법연구｣ 제36권제2

호(한국환경법학회, 2014/8), 9면; 김종천, “석유화학콤비나트방재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공법적 연구”, ｢법

학논총｣ 제27집제3호(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9), 71면.

21) 김종천, “｢화학물질관리법｣의 전면 개정(안)에 관한 고찰” ｢환경법연구｣ 제36권제2호(한국환경법학회, 2014/8), 

9면; 김종천, “석유화학콤비나트방재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공법적 연구”, ｢법학논총｣ 제27집제3호(한양대

학교 법학연구소, 2010/9), 71면.

22) 김종천, “｢화학물질관리법｣의 전면 개정(안)에 관한 고찰” ｢환경법연구｣ 제36권제2호(한국환경법학회, 2014/8), 

9면; 김종천, “석유화학콤비나트방재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공법적 연구”, ｢법학논총｣ 제27집제3호(한양대

학교 법학연구소, 2010/9), 71면.

23) 김종천, “｢화학물질관리법｣의 전면 개정(안)에 관한 고찰” ｢환경법연구｣ 제36권제2호(한국환경법학회, 2014/8), 

9면; 김종천, “석유화학콤비나트방재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공법적 연구”, ｢법학논총｣ 제27집제3호(한양대

학교 법학연구소, 2010/9), 71면.

24) 김종천, “｢화학물질관리법｣의 전면 개정(안)에 관한 고찰” ｢환경법연구｣ 제36권제2호(한국환경법학회, 2014/8), 

9면; 김종천, “석유화학콤비나트방재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공법적 연구”, ｢법학논총｣ 제27집제3호(한양대

학교 법학연구소, 2010/9), 7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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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안전보호 의무는 법률을 통하여 구체화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입법자는 전기, 

도시가스, 열공급 및 통신 관련 사업자에 특정된 안전의무를 하도록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해당 법률에서 구체적인 수단을 정하여야 한다.25) 그리고 입법자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소금지(Untermassverbot)26)의 원칙을 존중하고, 전기, 도

시가스, 열공급 및 통신 관련 사업자에게는 과잉금지의 원칙(Übermassverbot)을 존중하여

야 한다.27) 즉 입법자는 전기, 도시가스, 열공급 및 통신 관련 사업자에 대한 보호의무상의 

개입은 가해자의 
��을 지키면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 등의 안전 보호를 충족하지 않으

면 안 된다는 양면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서로 조화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28) 따라서 한편

으론 전기, 도시가스, 열공급 및 통신 관련 사업자와 국가 간 기본권적 법익에 관하여 문제

가 되는데, 이는 방어권의 원리에 따라 ���의 ��을 충족시켜야 하고, 다른 한편으

론 국민의 생명․신체 등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률을 형성함에 있어, 국민을 보호하

기 위한 최저한도로 수준에 부합하는 �(��)��의 ��을 준수하여야 한다.29)

25) 김종천, “｢화학물질관리법｣의 전면 개정(안)에 관한 고찰” ｢환경법연구｣ 제36권제2호(한국환경법학회, 2014/8), 

9면; 김종천, “석유화학콤비나트방재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공법적 연구”, ｢법학논총｣ 제27집제3호(한양대

학교 법학연구소, 2010/9), 71~72면.

26) 김종천, “｢화학물질관리법｣의 전면 개정(안)에 관한 고찰” ｢환경법연구｣ 제36권제2호(한국환경법학회, 2014/8), 

9면; 김종천, “석유화학콤비나트방재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공법적 연구”, ｢법학논총｣ 제27집제3호(한양대

학교 법학연구소, 2010/9), 72면.; 과소금지의 원칙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비교된 것으로 Canaris에 의하여 주장되

어 Götz, Isensee 등으로 독일연방헌법재판소(BverfGE 88, 203(254), BverfGE 98, 265(355), BverfGE 109, 

190(247ff.)에 수용하게 되었다. Canaris는 국가의 안전보호의무의 판단기준으로 “과소금지원칙”을 제시하였

다.(ders, Grundrechte und Privatrecht, Berlin, 1999, S. 43ff.; K.-O. Klein, Das Untermaßverbot- Über die 

Justiziabilität grundrechtlicher Schutzpflichterfüllung, JuS, 2006. 11, S. 961ff.; C. Calliess, Rechtsstaat und Um-

weltstaat, Tübingen, 2001, S. 322(324)).

27) 김종천, “｢화학물질관리법｣의 전면 개정(안)에 관한 고찰” ｢환경법연구｣ 제36권제2호(한국환경법학회, 2014/8), 

9면; 김종천, “석유화학콤비나트방재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공법적 연구”, ｢법학논총｣ 제27집제3호(한양대

학교 법학연구소, 2010/9), 71~72면.; 이종영/김종천, “식품영양표시제도-식품소비자보호와 식품사업자의 영업의 

자유간의 법익형량에 관한 원칙”, ｢중앙법학｣ 제8집 제1호(중앙법학회, 2006/3), 198-206면; L. Michael, Die 

Argumentationsstrukturen des Grundsatzes der Verhältnismäßigkeit-Zur Dogmatik des Über- und Untermaßver-

botes und der Gleichheitssätze, in: JuS, 2001, S. 148(151f.). 

28) 김종천, “｢화학물질관리법｣의 전면 개정(안)에 관한 고찰” ｢환경법연구｣ 제36권제2호(한국환경법학회, 2014/8), 

10면; 김종천, “석유화학콤비나트방재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공법적 연구”, ｢법학논총｣ 제27집제3호(한양대

학교 법학연구소, 2010/9), 72면.

29) 최근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제1항 헌법소원(헌법재판소 2009. 2. 26. 2005헌마764 결정), 미국산 쇠고

기의 수입위생조건에 관한 고시에 관한 헌법소원(헌법재판소 2008. 12. 26. 2008헌마419․423․436 병합결정)사

건에서 “국민의 생명․신체 등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입법자가 필요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조치를 위하였는

가 여부”에 관한 가늠 잣대로 “과소금지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김종천, “｢화학물질관리법｣의 전면 개정(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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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경주지진과 포항지진 등으로부터 지하에 매설된 전기설비, 도시가스 배관, 열공

급시설 및 통신시설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와 화재에 관한 국가의 안전보호 의

무는 입법자가 국민의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 및 재산권 등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저한도의 수준을 충족시키는 ��을 통하여 적합한 수단을 마련했는지가 문재해결의 

열쇠라고 할 것이다.30) 즉, 과소금지의 원칙은 전기설비, 도시가스 배관, 열공급시설 및 

통신시설에 관한 안전보호의무의 목적을 적절하게 달성했는지 여부를 가늠하는 기준이

다. 과소금지의 원칙에 적합한가의 여부에 관하여 M. Möstl 교수가 “침해를 통한 보호”의 

상황 하에서 “과잉-과소(보호)금지”에서 제안하고 있다.31)

관한 고찰” ｢환경법연구｣ 제36권제2호(한국환경법학회, 2014/8), 10면; 김종천, “석유화학콤비나트방재시설의 안

전성 확보에 관한 공법적 연구”, ｢법학논총｣ 제27집제3호(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9), 72면.

30) 김종천, “｢화학물질관리법｣의 전면 개정(안)에 관한 고찰” ｢환경법연구｣ 제36권제2호(한국환경법학회, 2014/8), 

10면; 김종천, “석유화학콤비나트방재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공법적 연구”, ｢법학논총｣ 제27집제3호(한양대

학교 법학연구소, 2010/9), 72면.

31) 김종천, “｢화학물질관리법｣의 전면 개정(안)에 관한 고찰” ｢환경법연구｣ 제36권제2호(한국환경법학회, 2014/8), 

10면; 김종천, “석유화학콤비나트방재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공법적 연구”, ｢법학논총｣ 제27집제3호(한양대

학교 법학연구소, 2010/9), 72면.; M. Möstl, Die staatliche Garantie für die öffentliche Sicherheit und Ordnung- 

Sicherheits gewährleistung im Verfassungsstaat, im Bundesstaat und in der Europäischen Union, 2002, S. 99ff 

(112).; ders, Probleme der verfassungsprozessualen Geltend machung gesetzgeberischer Schutzpflichten, DÖV, 

1998, S. 1029ff.(1039f.).

32) 김종천, “｢화학물질관리법｣의 전면 개정(안)에 관한 고찰” ｢환경법연구｣ 제36권제2호(한국환경법학회, 2014/8), 11면.

33) 효과성(Effektive)이란 침해강도에 대한 보호수준의 최적화를 의미한다. 또한 경영학과 행정이론의 학문적인 

“��� �� ��”	 
��� ��-��(��)��32)

만약 �의 기본권을 보호의 목적으로 �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목적에 대한 수단이 비례관

계에 있어야 한다.(비례성의 원칙)

목적에 대한 수단이 �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있

어서 과잉적으로 침해를 해서는 안된다.(과잉금지)

목적에 대한 수단이 �의 권리를 보호하는더 있어서 

과소보호를 실현하여야 한다.(과소(보호)금지)

a) 목적달성에 대한 수단은 적합하여야 한다.(적합성)

b)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에게 결

정적으로 보다 적게)약화되어서는 안되고, 동

등하게 (�의 열등하지 않은 보호)좋은 수단

을 제공하여야 한다.(필요성)

b)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의 더 좋은 보호)

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동등하고 관대한 수단(�에 

강력한 침해가 아닌)을 제공하여야 한다.(효과성)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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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국가의 안전보호 의무의 실현은 제1차적으로 “입법자”에게 지진으로 지하에 

매설된 전기설비, 도시가스 배관, 열공급시설 및 통신시설의 폭발 및 화재사고로부터 야

기될 수 있는 안전의무를 이행할 책임을 부여받는다.34) 2차적으로 행정부가 입법부에서 

제정되고 개정된 법률에 따라 법집행을 하여야 하고, 이에 사법부는 행정부가 법집행을 

자의적으로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을 하여야 한다.35) 그러한 점에서 전기설비, 도

시가스 배관, 열공급시설 및 통신시설의 안전관련 입법자는 전기,  도시가스 배관, 열공급

시설 및 통신시설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폭발사고와 잠재적인 리스크와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비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 등의 안전기본권을 보호하여야 하고, 다른 

어의에서 효과성이란 (희생자에 대한 기본권보호) 효용의 극대화와 동일하게 (가해자에 대한 기본권개입의 강

도)의 지속적인 비용을 의미한다.(김종천, “｢화학물질관리법｣의 전면 개정(안)에 관한 고찰” ｢환경법연구｣ 제36

권제2호(한국환경법학회, 2014/8), 11면.; G. Krings, Grund und Grenzen grundrechtlicher Schutzansprüche -Die 

subjektivrechtliche Rekonstruktion der grund rechtlicher Schutzpflichten und ihre Auswirkung auf die verfas-

sungsrechtliche Fundierung des Verbrauchervertragsrechts-, Berlin, 2003, S. 303ff.; L. Michael, Die drei Argu-

mentationsstrukturen des Grundsatz der Verhältnismäßigkeit-Zur Dogmatik des Über- und Untermaßverbotes und 

der Gleichheitssätze, JuS, 2001, S. 148ff.)

34) 즉 입법자는 지진으로 지하에 매설된 전기설비, 도시가스 배관, 열공급시설 및 통신시설의 폭발 및 화재사고로 

야기될 수 있는 리스크와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리스크와 위험을 미리 사전에 예방하

여야 하는바, 이러한 법원리로 “사전예방의 원칙” 또는 “사전배려의 원칙”이라 한다. 즉, 사전예방의 원칙 또는 

사전배려의 원칙은 �����이고 ���인 ������들을 통하여 모든 사회적․국가적 행위주체들이 환

경보호적으로 행동하고 이들이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가능한 환경영향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생태계의 기초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손해가 이미 발생하였다면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은 명백할 것이

나, 위험상태가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가능한 한 불가역적인 인과의 연쇄가 진행되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이미 손해가 증명된 경우에는 물론 손해가 증명되지 않은 경우에도 국가의 보호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노력을 사전예방의 원칙 또는 사전배려의 원칙이라 한다.(김종천, “｢화학물질관리법｣의 전면 개정(안)에 관한 

고찰” ｢환경법연구｣ 제36권제2호(한국환경법학회, 2014/8), 11면.; 김종천, “석유화학콤비나트방재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공법적 연구”, ｢법학논총｣ 제27집제3호(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9), 73면.; P.-T. Stoll, Sicherheit 

als Aufgabe von Saaat und Gesellschaft-Verfassungsordnung, Umwelt- und Technikrecht im Umgang mit Unsicher-

heit und Risiko, Tübingen, 2003, S. 319f.)

35) 김종천, “｢화학물질관리법｣의 전면 개정(안)에 관한 고찰” ｢환경법연구｣ 제36권제2호(한국환경법학회, 2014/8), 

11~12면.; 김종천, “석유화학콤비나트방재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공법적 연구”, ｢법학논총｣ 제27집제3호(한

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9), 73면

“��� �� ��”	 
��� ��-��(��)��

c) 만약 �에 야기된 침해가 존재하는 경우, 

�의 권리관점에서 수인가능성이 존재하여야 

한다.(수인가능성=기대가능성)

c) 만약 �로부터 계속된 침해의 위험이 존재하는 경

우, �의 권리의 관점에서 수인가능성이 있다.(수인가

능성=기대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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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론 침해자인 전기, 도시가스 배관, 열공급시설 및 통신시설 관련 사업자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률을 제정하여야 한다.36) 즉, 현재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전기설비의 안전관

리에 적용되는 법률은 ｢전기사업법｣이고, 가스 배관은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안전

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적용되고, 열공급시설은 ｢집단에너지

사업법｣이, 통신시설은 ｢전기통신사업법｣이 적용된다. 그 밖의 지하에 매설된 전기, 가스, 

열공급시설 및 통신시설등의 안전관리에 법률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

별법｣,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3� / 0

국가의 안전보호의무 이론은 일차적으로 입법자로 하여금 법률을 제정하여 이행하도

록 하는 의무를 말하고, 이차적으로 행정부와 사법부(법원)를 통하여 보호의무를 실현하

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2016년 9월 12일에 발생한 5.8 규모의 경주지진과 2017년 11월 15일

에 발생한 5.4규모의 지진 및 2018년 8월 31일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아파트 인근 도로에

서 지반침하(싱크홀)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입법자는 지하에 매설된 전

기설비, 도시가스 배관, 열공급시설 및 통신시설이 붕괴될 경우를 대비하여 국민의 생명

권과 재산권 등을 침해로 부터의 방어권뿐만 아니라 제3자의 기본권적인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전기설비는 ｢전기사업법｣ 을, 가스 배관은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

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열공급시설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을, 통

신시설은 ｢전기통신사업법｣을 제정하게 되었으며, 특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보호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36) 김종천, “｢화학물질관리법｣의 전면 개정(안)에 관한 고찰” ｢환경법연구｣ 제36권제2호(한국환경법학회, 2014/8), 

12면.; 김종천, “석유화학콤비나트방재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공법적 연구”, ｢법학논총｣ 제27집제3호(한양대

학교 법학연구소, 2010/9), 7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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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입법자가 법률규정을 통하여 경주지진과 포항지진 등으로부터 지반침하(싱크

홀)가 발생할 것이라는 사회적인 상황을 인식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현재의 법률로 지반

침하사고에 대한 안전관리를 유지하는데 부적합․불충분하거나 공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입법자는 법률을 개선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특히, 입법자는 지하에 매설된 전기설비, 도시가스 배관, 열공급시설 및 통신시설 관련 

사업자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제3자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 등을 최소한도로 보

호할 수 있도록 과소금지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즉 입법자는 보호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최소한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

성의 자유가 인정되기 있기 때문에 국민은 국가로 하여금 특정한 방법 등을 통하여 보호

의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입법자는 지하에 매설된 전기설비, 도시가스 배관, 열공급시설 및 통신시설 

관련 사업자의 자유로부터 국민의 생명권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전적이면서 사

후적인 규제 수단인 허가, 신고, 등록, 인가, 검사(사전, 정기), 점검, 표시, 정밀안전진단, 

확인, 인증 등의 제도를 입법화하여 과소금지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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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한민국의 도심지에서 지반침하, 싱크홀, 도로함몰 등의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07년 6월 서울 서대문구 가좌역 지반침하, 2012년 인천 지하철 공사

장 지반침하, 2014년 서울 잠실 석천호수 주변의 싱크홀, 2014년 7월 인천 영종도 하늘도

시 스카이뷰 붕괴, 2015년 용산역 인근에서 싱크홀, 2018년 3월부터 5월까지 대전 정부청

사 진입로 싱크홀, 부산 서면 싱크홀, 대구 중구 신남네거리 싱크홀, 포항 오피스텔 공사

장 인근 싱크홀 등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2018년 8월 31일

에 서울 금천구 가산동 인근 도로에서 가로 30미터, 세로 10미터, 깊이 6미터의 지반침하

(싱크홀)가 발생하여 주민 200여명이 긴급 대피하는 사고가 발생했다.37) 따라서 정부는 

전기, 가스, 열 및 통신시설의 지하라이프라인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통하여 국민

의 생명과 신체 등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함과 더불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2012년 2월 인천 지하철 공사장 지반침하, 2014년 7월 인천 영종도 하늘도시 스카이

뷰 붕괴, 2007년 6월 서울 서대문구 가좌역에서 발생한 도심지 지반침하 사고 및 서울 

도심지에 매설된 배관 현황>38)

37)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80831005000038/<인터넷홈페이지: 2018년 9월 3일>

38) http://water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57<인터넷홈페이지: 2018년 6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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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서울, 인천, 대구, 부산 등의 도심지에서 지반침하가 발생하게 되는 주된 원인으

로 첫 번째로, 지하철 굴착공사, 초고층 건축물 건설하기 위한 굴착공사 등을 점점 더 

깊게 공사를 하여야 함에 따라, 대규모 난개발공사로 인하여 지반침하가 발생하게 되는 

요인이기도 하다. 두 번째로 도로에서 지반공사 또는 무거운 중량감 있는 차량 하중 등이 

상부하중이 가해지게 되면서 지반이 연약한 하부에 매설되어 있는 전기, 가스배관, 열공

급시설, 통신시설 관련 배관이 붕괴되는 경우 등을 원인으로 들 수 있다. 세 번째로 20-30

년 이상 지하에 매설된 노후화된 상․하수도관 연결부위의 누수로 인한 토사가 유실되면

서 지반침하(싱크홀)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를 주된 원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실제, 1995년 6월 29일에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는 건축주의 무리한 설계변경을 

관계 기술자들간에 암묵적인 동의 아래에서 허가를 내주면서 복합적인 문제로 발생하였

으며, 1994년 10월 21일에 성수대교 붕괴사고 역시 유지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사

고가 발생하였다. 동시에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국가시설물로 6만 8500동 

중에 30년이 노후화된 시설물이 2,700여동이 되고, 매년 증가할 예정이며, 30년 이상 노

후화된 건축물이 250만동이나 된다. 하지만, 정부는 안전관리에 대한 시급한 대책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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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즈음하에서 2018년 6월 3일에 서울 용산역 인근에서 1966년도에 건축된 4층짜

리 상가주택이 갑자기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했다.39) 이는 노후화된 소규모 건축물

에 대한 안전관리도 시급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지하에 매설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3가지로 구성되는바, (ⅰ) 전기, 

도시가스, 열공급시설, 통신, 상․하수도 시설, (ⅱ) 지하 구조물(지하철, 지하보도․차도, 

상가, 주차장 등)-, (ⅲ) 지반(시추, 우물, 지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전기, 도시가스, 

열공급시설, 통신, 상․하수도 시설은 지하 5미터 위쪽에 매설하고, 지하로 이동하거나 

쇼핑할 때 이용하는 지하보도 및 상가, 지하광장은 5미터~20미터, 지하철과 지하도로는 

지하 20미터~40미터 구간에 설치하게 된다. 지하 40미터 아래에는 초고압 전력이나 폐기

물수송시설, 지하 발전소 등이 매설된다.

따라서 지하에 매설된 전기, 가스, 열 및 통신시설의 라이프라인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랫동안 지하에 매설된 전기, 가스, 열 및 통신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미흡한 실정이고, 이러한 원인으로 인하여 전기, 가스, 열 및 통

신시설의 배관이 파열하거나 부서졌을 경우에 지하 생태계 혼란 및 지반에 틈이 생겨 

도로가 붕괴되는 지반침하, 즉, 지반침하(싱크홀)의 붕괴사고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

체 및 재산권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하에 매설된 전기, 도시가스, 열공급시설 및 통신시설의 라이프라인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2018년 1월 1일에 ｢지하안전관리에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

음에 불구하고 2018년 10월 현재에도 대한민국의 도심지에서 지하에 매설된 시설물이 

39) 서울시가 공개한 준공한 뒤 50년이 넘은 주택이 3만245호 가량이 되고, 이중 단독주택이 2만8615호, 아파트 

335호, 연립주택 305호, 다세대주택이 185호 순으로 나타났다. 지어진 지 40년 이상~ 50년 미만인 주택은 서울시

내 총 10만3374호였으며, 단독주택이 7만512호, 아파트 2만4781호를 차지했다. 또한 서울 자치구 중에 성북구가 

1만 3764호로 용산구 1만 2636호, 영등포구 1만1164호, 동대문구 8858호보다 노후주택 비중이 가장 많이 차지했

다. 이처럼 준공한 후 50년이 지난 노후 소규모 건축물이 2초 만에 붕괴되면서 용산역 인근 초고층건축물의 건설과

정에서 지반침하(싱크홀) 등의 원인으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기둥, 보 사이에 균열로 인한 구조물들이 힘의 균형

을 받쳐주지 못해서 발생한 것인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http://www.asiae.co.kr/news/print.htm?idxno=2018060411094511509&udt=1<인터넷홈페이지: 2018년 6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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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화로 인한 파손이나 굴착공사 등으로 인한 지반침하, 싱크홀, 도로함몰 등의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자주 언론을 통하여 전파되고 있다. 

특히, 앞의 적시한 2012년 2월 인천 지하철 공사장 지반침하, 2014년 7월 인천 영종도 

하늘도시 스카이뷰 붕괴, 2007년 6월 서울 서대문구 가좌역에서 발생한 도심지 지반침하 

사고, 2018년 8월 31일에 서울 금천구 가산동 인근 도로에서 발생한 지반침하(싱크홀)사

고 및 서울 도심지에 매설된 배관 현황상황을 보듯이 도심지 도로 하부에 거미줄처럼 

서로 엉켜져 있음과 더불어서 20년 이상 노후화된 배관들이 매설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

리나라의 도심지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전기, 도시가스, 열공급시설 및 통신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판단된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의 도심지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전기, 도시가스, 열공급시설 및 

통신시설에 대한 지하라이프라인 안전관리 관련 법제를 분석하기 위하여 먼저, 도로․토

지․일반지하의 굴착 단계에서 지하라이프라인 안전관리 관련 법제를, 이어서 개별법상 

전기, 도시가스, 열공급시설 및 통신시설에 대한 지하라이프라인 안전관리 관련 법제를, 

마지막으로 특별법을 통한 전기, 도시가스, 열공급시설 및 통신시설에 대한 지하라이프라

인 안전관리 규제제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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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의 점용허가

지하에 매설된 전기, 도시가스, 열공급시설 및 통신시설 등은 도로에 굴착을 하기 위하

여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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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

는 때에도 같다”라는 “도로점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어서 동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ⅰ) 점용의 목적, (ⅱ) 점용의 장소와 면적, (ⅲ) 점용의 기간, (ⅳ) 

점용물의 구조, (ⅴ) 공사의 방법, (ⅵ) 공사의 시기, (ⅶ) 도로의 복구방법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54조제4항에 따르면, “도로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받

은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기간 중에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그 허가내용을 내걸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동법 제54조제5항에 “법 제61조제1

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로점용허가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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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점용장소

 가. 도로에 설치하는 점용물은 도로비탈면(비탈면이 없는 경우에는 길가 쪽)의 끝 부분에 설치

하되, 보도가 있는 도로의 경우에는 차도 쪽의 보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리대․교차로, 그 밖

에 이와 유사한 부분에 이를 설치할 수 있다.

 나. 도로가 교차․접속 또는 굴곡되는 부분에는 점용물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선 

및 전주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점용물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점용물은 다른 점용물과 뒤섞이지 않게 설치하되, 공사시행 또는 안전에 지장이 없는 한 

다른 점용물에 가까운 곳에 설치할 것

   2) 점용물은 가능한 한 지면에 가까운 곳에 설치할 것

 라. 점용물이 전주․전선 또는 공중전화소인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도로 외에는 설치할 만한 장소가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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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동일 노선의 전주는 도로와 평행하게 설치하고, 보도가 없는 도로의 경우로서 그 건너편 

쪽에 점용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와 8미터 이상의 거리를 띄울 것. 다만, 도로가 교차․접

속 또는 굴곡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지상에 설치하는 전선은 도로노면에서 6미터(통신용 전선의 경우에는 4.5미터) 이상의 높

이로 설치할 것. 다만, 보도의 윗부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노면에서 5미터(통신용 전선

의 경우에는 3미터) 이상의 높이로 할 수 있다.

   4) 이미 설치되어 있는 전선에 새로 전선을 가설하는 경우에는 서로 뒤섞이지 않게 할 것

   5) 지하에 전선을 매설하는 경우(도로를 횡단하여 매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차도 및 

길어깨 외의 부분의 지하에 매설할 것.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선의 본선에 한정하여 

차도 및 길어깨 부분의 지하에 매설할 수 있다.

   6) 지하에 설치하는 전선의 상단부는 차도의 지하인 경우에는 0.8미터 이상, 보도의 지하인 

경우에는 0.6미터 이상을 노면으로부터 띄울 것. 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

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또는 

도로공사의 시행 및 도로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전선을 교량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의 양쪽 또는 상판의 밑에 설치할 것

 마. 점용물이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전기관 또는 전기통신관인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도로 외에는 설치할 만한 장소가 없을 것

   2)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전기관 또는 전기통신관을 매설하는 경우(도로를 횡단하여 매

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보도 및 도로비탈면의 지하에 매설할 것.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본선에 한정하여 차도 및 길어깨 부분의 지하에 매설할 수 있다.

   3) 수도관․가스관․전기관 또는 전기통신관의 본선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그 윗부분과 노면

까지의 거리를 다음과 같이 할 것. 다만, 공사시행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는 0.6미터 이

상으로 한다.

     가) 수도관: 1.2미터 이상

     나) 가스관․전기관: 1.0미터 이상

     다) 전기통신관: 0.8미터 이상

   4) 하수도관의 본선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그 윗부분과 노면까지의 거리를 3미터(공사시행으

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1미터) 이상으로 할 것

   5)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전기관 또는 전기통신관을 교량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의 

양측 또는 상판 밑에 설치할 것

   6) 통신구 또는 작업구(맨홀)는 차도 바깥쪽에 설치하여야 하며, 길어깨 또는 보도에 설치할 

경우에는 그 높이를 길어깨 또는 보도와 같은 높이로 하는 등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교통

의 안전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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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점용물이 송유관인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송유관은 지하에 매설할 것. 다만, 지형상황,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

상(터널 안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설치할 수 있다.

   2) 송유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도로를 횡단하여 매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원칙적으

로 차량하중의 영향이 적은 장소에 매설하되, 송유관과 도로경계선 사이에는 안전거리를 

둘 것

   3) 송유관을 도로노면의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그 깊이는 다음과 같이 할 것

     가) 시가지에서 방호구조물에 의하여 송유관을 보호하는 경우에는 해당 방호구조물의 윗

부분을 노면으로부터 1.5미터(공사시행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1.2미터) 이상 

띄우고, 방호구조물에 의하여 송유관을 보호하지 않는 경우에는 송유관의 윗부분을 

노면으로부터 1.8미터 이상 띄울 것

     나) 시가지 외의 지역에서는 송유관의 윗부분(방호구조물에 의하여 송유관을 보호하는 경

우에는 해당 방호구조물의 윗부분을 말한다)을 노면으로부터 1.5미터(공사시행으로 인

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1.2미터) 이상 띄울 것

   4) 송유관을 도로노면 외의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송유관의 상단부에서 지면까지의 거

리를 1.2미터(방호구조물에 의하여 송유관을 보호하는 경우에는 시가지에서는 0.9미터, 

시가지 외의 지역에서는 0.6미터) 이상 띄울 것

   5) 송유관을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송유관의 맨 밑부분을 노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 띄울 것

   6) 송유관을 교량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의 양측 또는 상판 밑에 설치할 것

 사. 점용물을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다른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도로의 점용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된다.

   1) 고가도로의 구조보전에 지장이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전주․전선․공중전화소․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전기통신관을 고가도로의 노면 밑

에 설치할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것

   3) 송유관은 고가도로의 노면 밑의 지하부분에 매설할 것. 다만, 지형상황, 그 밖의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가도로 밑의 보 또는 상판 밑에 붙여 설치할 수 있다.

 아. 점용물이 사설안내표지(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시설물을 안내하기 위하

여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구역에 설치하는 안내표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점용기간

 제5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의 점용기간은 10년 이내

로 하고, 그 밖의 점용물의 점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점용기간이 만료되어 갱신할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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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점용물의 구조

 가. 지상에 설치하는 점용물의 구조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도괴(��)․낙하․벗겨짐․오손(��)․화재․하중․누수 등에 의하여 도로의 구조안전 

또는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2) 전주의 디딤쇠는 도로방향과 평행되게 설치할 것

   3) 가설점포 등은 도로의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규모로 설치할 것

 나. 지하에 설치하는 점용물의 구조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견고하고 내구력이 있으며, 다른 점용물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2) 차도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구조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다. 점용물을 교량 또는 고가도로에 붙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량 또는 고가도로의 구조안전

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것이라야 한다.

4. 공사방법

 가. 점용물의 유지에 지장을 미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나. 도로 한쪽을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가능한 한 도로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고, 1개 

차로 이상 차로의 통행을 막는 경우에는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할 것. 이 경우 교통소통대책

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고, 그 

밖의 도로에 대해서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 공사현장에는 울타리 또는 덮개를 설치하고, 야간에는 적색등 또는 황색등을 켜는 등 도로

교통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공사의 시기

 가. 다른 점용공사 또는 도로공사의 시기를 고려할 것

 나. 가능한 한 야간시간대 등 교통량이 가장 적은 시간대에 공사를 할 것

6. 도로의 복구

 가. 굴착공사에 따른 원상복구공사는 도로의 구조와 기능이 굴착공사를 시행하기 전과 같이 

유지되도록 하되, 사용재료․다짐도 등 품질관리는 도로공사표준시방서․도로포장설계 및 

시공지침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품질검사기준 등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도로관리청은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복구할 때에는 노면을 평탄하게 개선하고 도로 이용자

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굴착공사시행자에게 굴착면 주변의 표층을 깎아낸 후에 복구

하게 할 수 있다.

 다. 나목에 따른 복구의 범위는 도로 가로방향으로는 굴착된 해당 차로의 전체 폭, 세로방향으

로는 굴착면으로부터 0.5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차선 표시가 없는 도로로서 포장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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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공작물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에는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법 제107조에 따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관계되는 점용인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

인을 말한다)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는 (ⅰ) 

전주․전선, 공중선, 가로등, 변압탑,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

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태양

광발전시설, 태양열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공중전

화,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ⅱ)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송유관․전기관․

전기통신관․송열관․농업용수관․작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공동구․배수시

설․수질자동측정시설․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ⅲ) 주

유소․수소자동차 충전시설․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

����	
� �(�54��5� ��)

폭이 5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를 한 개 차로로 보며, 포장된 폭이 5미터 이상 8미터 미

만인 경우에는 포장된 폭 중앙에 차선이 있는 것으로 본다.

 라. 비포장도로의 표면은 기존 도로와 같은 재료 및 두께로 표면을 마무리하여 굴착 전의 노

면상태로 복구시켜야 한다.

7. 매설물의 위치 표시

 가. 굴착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도로굴착지점을 표시하기 위한 표지 등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

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대로 도로를 굴착하여 점용물이 매설될 수 있도록 도로굴착지점을 표시하는 표

지 등을 설치하고 도로관리청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할 것

   2) 주요지하매설물 및 일반매설물이 가스관과 같은 선형시설인 경우에는 그 매설물의 바로 

위에, 작업구(맨홀)와 같이 면적형 시설인 경우에는 굴착지점 경계선의 안팎에 설치할 것

 나. 굴착공사를 준공한 후 주요지하매설물 및 일반매설물의 위치를 표시할 때에는 매설물 위

의 지상에 표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지 등은 주요지하매설물 및 일반매설물의 

관리자가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표지 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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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ⅳ)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ⅴ) 지하상가․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

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통로․육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ⅵ)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표지, 깃대, 현수막, 현수막 게시시설 및 아치. 다만, 현수막 게시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ⅶ) 버스표판매대․구두수선

대․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ⅷ)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자재, (ⅸ)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

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체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시설(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제외한다), 

(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

설 중 높이차이 제거시설 또는 주출입구 접근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ⅹⅰ) 제1호부

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

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ⅹⅱ) 제1호부터 제11

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

한 공작물․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하에 매설되

는 전기설비, 가스배관, 열공급시설 및 통신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경우에 도로점용허가

를 받아야 한다.

(3)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도로법시행령｣ 제56조제1항에서 “도로를 굴착하여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지하

매설물로 한정한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이하 “굴착공사시행자”라 

한다)는 그 점용에 관한 공사가 제6항 각 호에 따른 허가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미리 해당 

도로관리청에 확인한 후 그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1월․4월․7월 및 10월 중에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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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나 도로의 굴착부분의 길이가 10미터(차량의 

진행방향과 평행하게 굴착하는 경우에는 30미터) 이하이고 너비가 3미터 이하인 굴착공

사를 할 필요가 있어 도로를 굴착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도로공사 중에 그 도로공사로 말미암아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굴착공사시행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에 (ⅰ)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

한다), (ⅱ) 교통소통대책, (ⅲ) 먼지발생방지대책, (ⅳ) 안전사고방지대책, (ⅴ) 도로시설

유지대책, (ⅵ)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

다), (ⅶ)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제2호 및 제5호에 관한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로법시행령｣ 제56조제2항에서 “굴착공사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점용에 관한 사업계

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점용위치․점용구간 및 면적과 도로굴착공사의 시행범

위 등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을 요청받은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는 주요지하매설물의 설치일․설치위치․규

격․매설깊이, 그 밖의 특이한 사항 등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수립에 필요한 의견을 

2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서 “도로관

리청은 제1항 본문 및 단서(도로공사로 말미암아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생긴 경우만 해당

한다)에 따른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

를 거쳐 그 점용기간․점용장소․점용공사, 교통소통대책 등을 조정하여 사업계획서를 제

출한 자와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40)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6항에 따르면, “신설․확장 또는 개량한 도로로서 포장된 도로

의 노면에 대해서는 그 신설․확장 또는 개량한 날부터 3년(보도인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복

40) 동법 시행령 제56조제4항에서는 “제3항에 따른 통보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는 달의 마지

막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통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한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 없이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 

예정기한을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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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 전기 또는 전기통신의 불통으로 인한 긴급소통의 공사를 할 

경우, 상하수도관․가스관 등의 파열 또는 누출 등으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할 경우, 

군사상 필요한 경우, 농어촌 새마을사업의 지원을 위한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설비․

가스공급시설 및 수도시설의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경우, 송유, 수도물의 공급, 하수의 

배출이나 가스 또는 열의 공급을 위하여 주배관시설(가스관의 경우 본관 및 공급관을 말

하고, 열수송관의 경우 주배관 및 분배관을 말한다)을 설치하는 공사, 154,000볼트 이상의 

송전선로 공사로서 해당 지역의 여건과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구역 밖에서는 해

당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기존 주택지역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

호에 따른 정비구역에서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과 관련되어 시행하는 

전기․전기통신․상하수도․가스 및 열의 공급을 위한 굴착공사로서 그 굴착부분이 길

이 10미터 이하, 너비 3미터 이하의 소규모 굴착공사 또는 너비 3미터 이하의 소규모 횡

단굴착공사인 경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장애인용 승강기

를 설치하는 공사로서 도로구역 밖에서는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동법 시행령 제56조제7항에서는 “도로관리청은 도로굴착이 수반되는 도로

점용허가 업무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

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수도법｣ 제3조제22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 ｢전기사업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송전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하수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에 해당하는 자에게 매년 5년 단위의 장기굴착계획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도시가스사업자 등에 대한 장기굴착계획의 제출 요청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기

적인 사업계획을 토대로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체계적․효율적인 도로점용허가 제도의 운영 및 잦은 도로굴착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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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

｢도로법｣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차량

의 진출입로를 포함한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기 위하여 제6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등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 제58

조제2항제1호에서 “공사를 할 때에는 공사 중임을 관할 경찰관서에 통지하고 안전펜스, 

안내표지판 및 주의표지판 등 안전표지를 설치할 것,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도로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구간 양측에 신호원(���)을 배치하거나 신호장치를 설치할 것에 

따라 보행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과 제58조제2항제2호에서 “공사용 

자재, 장비 및 토사 등은 허가된 점용부지 외에 방치하거나 야적해서는 아니 되고, 사업부

지 및 점용공사 구간 내의 공사용 이물질 등이 도로에 묻어나거나 먼지가 발생하지 아니

하도록 할 것” 및 제58조제2항제3호에서 “공사로 인하여 도로점용지에 있는 가로수, 전

주 등 지장물(���), 통신관로, 상수도 등 지하매설물, 가드레일, 안전표지 등 안전시설

물(이미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이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도로관리청과 협의하고, 그 협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어서 ｢도로법｣ 제62조제2항에서 “도로의 굴착이나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

되는 공사를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공사를 마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지하 매설물(이하 “주요지하매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공사를 마친 경우에는 

그 준공도면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도로관리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주요지하매설물이란 ｢도

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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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송유관, ｢수도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광역상수도와 같은 조 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지방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중 관로시설,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발전소 상호 간, 변전소 상호 간 또는 변전소와 발전소 간의 154,000볼트 이상의 송전시

설,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회선설비 중 외접관경이 3미터 이상

인 전기통신관에 수용되는 전송․선로설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고압

가스를 수송하는 배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을 수송하는 

배관,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을 수송하는 배관, ｢도시철도법｣ 제

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지하에 설치한 시설,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

른 공급시설 중 열수송관(열원시설 및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용시설 안의 배관은 

제외한다)의 시설”을 동법 시행령 제59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에서 “굴착공사시행자는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굴착공

사를 착공하기 전에 그 공사를 시행하는 지점 또는 그 인근에 주요지하매설물이 설치되

어 있는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도로관리청은 도로구조

의 보호와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을 위하여 굴착공사시행자가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

책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로법｣ 제62조제3항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등을 받으면 주요

지하매설물 설치에 관한 공사의 준공확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등의 신청을 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인가․허가 등을 하기 전에 

미리 도로관리청과 협의할 때에 주요지하매설물에 관한 준공도면의 사본을 도로관리청

에 보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동법 제62조제4항에 “도로관리청은 주요지하매설

물이 설치된 도로에 대하여 굴착공사가 따르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면 그 주요지하매설물

의 관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62조제5항 및 제6항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도로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면 그 주요

지하매설물의 관리자를 참여시켜야 하고, 도로관리청은 주요지하매설물의 현황을 조사하

기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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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한다)를 받은 자 또는 도로공사의 준공확인을 받은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2. 5
�	./012�	
�����	3"4*

(1) 대지의 안전

대지의 안전과 관련하여 ｢건축법｣ 제40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 되며, 예외적으로,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

도상 방습(
�)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도 된다”고 정하고 있

다. 그리고 동조제2항에서 “습한 토지, 물이 나올 우려가 많은 토지, 쓰레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성토(��), 지반 개량 등 필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조제3항에 “대지에는 빗물과 오수를 

배출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수관, 하수구, 저수탱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을 하여야 한다”는 것과 동조 제4항에서 “손궤(��: 무너져 내림)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옹벽을 설치하거나 그 밖에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처럼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에서 “대지의 조성”과 관련하여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손궤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ⅰ) 성토 또는 절토하는 부분의 

경사도가 1:1.5이상으로서 높이가 1미터이상인 부분에는 옹벽을 설치할 것, (ⅱ) 옹벽의 

높이가 2미터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콘크리트구조로 할 것. 다만, [별표 6]의 옹벽에 관한 

기술적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ⅲ) 옹벽의 외벽면에는 이의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외의 구조물이 밖으로 튀어 나오지 아니하게 할 것, (ⅳ) 옹벽의 

윗가장자리로부터 안쪽으로 2미터 이내에 묻는 배수관은 주철관, 강관 또는 흡관으로 하

고, 이음부분은 물이 새지 아니하도록 할 것, (ⅴ) 옹벽에는 3제곱미터마다 하나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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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구멍을 설치하여야 하고, 옹벽의 윗가장자리로부터 안쪽으로 2미터 이내에서의 지표

수는 지상으로 또는 배수관으로 배수하여 옹벽의 구조상 지장이 없도록 할 것, (ⅵ) 성토

부분의 높이는 법 제40조에 따른 대지의 안전 등에 지장이 없는 한 인접대지의 지표면보

다 0.5미터 이상 높게 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절토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 등 허가권자가 

지형조건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사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구조기술사에 의하여 해당 토지의 구

조안전이 확인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옹벽에 관한 기술기준>

이에 따라 ｢건축법｣ 제40조제4항을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110조제8호).

옹벽에 관한 기술적 기준(제25조관련)

1. 석축인 옹벽의 경사도는 그 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하일 것

� � 1.5���� 3���� 5����

멧쌓기 1 : 0.30 1 : 0.35 1 : 0.40

찰쌓기 1 : 0.25 1 : 0.30 1 : 0.35

2. 석축인 옹벽의 석축용 돌의 뒷길이 및 뒷채움돌의 두께는 그 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 1.5���� 3���� 5����

석축용돌의뒷길이(센티미터) 30 40 50

뒷채움돌의두께(센티미터) 상부하부
30

40

30

50

30

50

3. 석축인 옹벽의 윗가장자리로부터 건축물의 외벽면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표에 정하는 기

준 이상일 것. 다만, 건축물의 기초가 석축의 기초 이하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니 아니하다.

������ 1� 2� 3� �!

띄우는 거리(미터) 1.5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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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 - 공사 중 비탈면 붕괴, 토사 유출 등 

위험발생의 방지

｢건축법｣ 제41조제1항에서 “공사시공자는 대지를 조성하거나 건축공사를 하기 위하여 

토지를 굴착․절토( �)․매립(!") 또는 성토 등을 하는 경우 그 변경 부분에는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중 비탈면 붕괴, 토사 유출 등 위험 발생의 방지, 

환경 보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해당 공사현장에 그 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1조제2항에 “허가권자는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의무이행에 필

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와 관련하여 건축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서 “제41조

제1항에 따라 대지를 조성하거나 건축공사에 수반하는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ⅰ) 

지하에 묻은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 또는 케이블 등이 토지굴착으로 인하여 파손되

지 아니하도록 할 것, (ⅱ) 건축물 및 공작물에 근접하여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공작물의 기초 또는 지반의 구조내력의 약화를 방지하고 급격한 배수를 피하는 

등 토지의 붕괴에 의한 위해를 방지하도록 할 것, (ⅲ) 토지를 깊이 1.5미터 이상 굴착하는 

경우에는 그 경사도가 [별표 7]에 의한 비율이하이거나 주변상황에 비추어 위해방지에 지

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압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의 흙막이를 설치할 

것, (ⅳ) 굴착공사 및 흙막이 공사의 시공 중에는 항상 점검을 하여 흙막이의 보강, 적절한 

배수조치등 안전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흙막이판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주변지반의 내려

앉음을 방지하도록 할 것”에 따른 “위험발생의 방지”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토질에 따른 경사도[별표7]>

"  # $%�

경암

연암

모래

1 : 0.5

1 : 1.0

1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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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서 “성토부분․절토부분 또는 되메우기를 하지 아

니하는 굴착부분의 비탈면으로서 제25조에 따른 옹벽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

여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ⅰ) 배수를 위한 수로는 돌 또는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토양

의 유실을 막을 수 있도록 할 것, (ⅱ)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높이 3미터 이내마

다 그 비탈면적의 5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단을 만들 것. 다만, 허가권자가 그 

비탈면의 토질․경사도등을 고려하여 붕괴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ⅲ) 비탈면에는 토양의 유실방지와 미관의 유지를 위하여 나무 또는 잔디

를 심을 것. 다만, 나무 또는 잔디를 심는 것으로는 비탈면의 안전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에는 돌붙이기를 하거나 콘크리트블록격자 등의 구조물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것에 따른 

환경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축법｣ 제111조제5호에 “토지굴착 부분 등에 관한 조치를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3. 67
��	./	012�	
�����	3"4*

(1) 사업주의 안전조치

일반지하의 굴착단계에서 안전규제와 관련된 법률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규율

되는바, 동법 제23조제1항에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ⅰ)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ⅱ)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ⅲ)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

"  # $%�

모래질흙

사력질흙, 암괴 또는 호박돌이 섞인 모래질흙

점토, 점성토

암괴 또는 호박돌이 섞인 점성토

1 : 1.2

1 : 1.2

1 : 1.2

1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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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동법 제23조제2항에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23조제3항에서 “사업주

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어서 동법 제24조제4항에서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

무), 제12조(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 제14조(관리감독자), 제23조(안전조치)부터 제25

조(근로자의 준수 사항)까지,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제33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등), 제34조(안전인증),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제36조(안전검사), 제37조(제조 등의 금지), 제38조(제조 등의 허가), 제38조의2(석면조사) 

및 제38조의3(석면 해체․제거 작업기준의 준수) 등에서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위험방

지 조치에 관한 상세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에서 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안전조

치”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자에 대하여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고, 또한 동법 제67조제1호에서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에 해당

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지하작업장 등에서 작업 및 굴착작업 시에 안전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96조에서 “사업주는 인화성 가스가 발생할 우려

가 있는 지하작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제350조에 따른 터널 등의 건설작업의 경우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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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한다41)) 또는 가스도관에서 가스가 발산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굴착작업(해당 작업

이 이루어지는 장소 및 그와 근접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지반의 굴삭 또는 이에 수반한 

토석의 운반 등의 작업을 말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폭발이나 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ⅰ) 가스의 농도를 측정하는 사람을 지명하고 매일 작업을 시작하기 전, 가스의 누출이 

의심되는 경우, 가스가 발생하거나 정체할 위험이 있는 장소가 있는 경우, 장시간 작업을 

계속하는 경우(이 경우 4시간마다 가스 농도를 측정하도록 하여야 한다)에 그로 하여금 

해당 가스의 농도를 측정하도록 할 것, (ⅱ) 가스의 농도가 인화하한계 값의 25퍼센트 

이상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즉시 근로자를 안전한 장소에 대피시키고 화기나 그 밖에 점

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의 사용을 중지하며 통풍․환기 등을 할 것의 조치

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테면, 지하작업장에서 작업을 하거나 지하도관에서 가스가 발산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에 촉발이나 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스 농도를 측정하

거나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통풍․환기 등의 조

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지반 등의 굴착시 위험방지

지반 등의 굴착시 위험방지 규정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8

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주는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에는 굴착면의 기울기

를 [별표 11]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흙막이 등 기울기면의 붕괴 방지를 위

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제2항에서 

“제1항의 경우 굴착면의 경사가 달라서 기울기를 계산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굴착

면에 대하여 [별표 11]의 기준에 따라 붕괴의 위험이 증가하지 않도록 해당 각 부분의 

경사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4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0조에서 “지하철도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주는 터널굴착[개착식(���)

을 포함한다)] 등으로 인하여 도시가스관이 노출된 경우에 접속부 등 필요한 장소에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고,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해당 도시가스사업자와 합동으로 정기적 순회점검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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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면의 기울기 기준[별표11]>

(4) 매설물 등 파손에 의한 위험방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1조제1항에서 “사업주는 매설물․조적벽․콘크

리트벽 또는 옹벽 등의 건설물에 근접한 장소에서 굴착작업을 할 때에 해당 가설물의 

파손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물을 보강하거나 

이설하는 등 해당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조제2

항에서 “사업주는 굴착작업에 의하여 노출된 매설물 등이 파손됨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

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매설물 등에 대한 방호조치를 하거나 이설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조제3항에서 “사업주는 제2항의 매설물 

등의 방호작업에 대하여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해당 작업을 지휘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굴착기계 등의 사용금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2조에서 “사업주는 굴착기계․적재기계 및 운반

기계 등의 사용으로 가스도관, 지중전선로, 그 밖에 지하에 위치한 공작물이 파손되어 

그 결과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계를 사용하여 굴착작업을 해서

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 �&� '( �)�

보통흙
습지       1 : 1～1 : 1.5

건지       1 : 0.5～1 : 1

암 반

풍화암       1 : 0.8

연암       1 : 0.5

경암       1 :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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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8	9

먼저, 우리나라의 도심지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전기, 도시가스, 열공급시설 및 통신시

설 등은 도로에 굴착하게 되는바, 이러한 지하 굴착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등의 안전

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만 

지하 굴착행위를 영위할 수 있다. 이처럼, 도로점용허가기준으로 가스관, 전기관, 전기통

신관은 (ⅰ) 도로 외에는 설치할 만한 장소가 없을 것, (ⅱ)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

전기관 또는 전기통신관을 매설하는 경우(도로를 횡단하여 매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는 보도 및 도로비탈면의 지하에 매설할 것, (ⅲ) 가스관, 전기관, 전기통신관의 본선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그 윗부분과 노면까지의 거리를 가스관․전기관: 1.0미터 이상, 전기

통신관: 0.8미터 이상 다음과 같이 할 것(예외적으로 공사시행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는 

0.6미터 이상으로 한다)을 적합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하 굴착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도로 굴착지점을 표시하기 위한 표지등

은 (ⅰ) 설계도서대로 도로를 굴착하여 점용물이 매설될 수 있도록 도로굴착지점을 표시

하는 표지 등을 설치하고 도로관리청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할 것, (ⅱ) 주요지하매설물 

및 일반매설물이 가스관과 같은 선형시설인 경우에는 그 매설물의 바로 위에, 작업구(맨

홀)와 같이 면적형 시설인 경우에는 굴착지점 경계선의 안팎에 설치할 것의 기준에 적합

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이와 더불어 지하굴착공사를 준공한 후 주요지하매설물 및 일반매

설물의 위치를 표시할 때에는 매설물 위의 지상에 표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지 등은 주요지하매설물 및 일반매설물의 관리자가 유지․관리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도로법 시행령 제56조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바, 도시가스사업자, 전기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장기굴착계획의 제출 요청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기적인 사업계획을 토대로 삼아 도로에 굴착하는 도로점용허가

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고, 체계적․효율적인 도로점용허가 운영 및 빈번한 도로굴착으

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등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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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도로법｣ 제62조에서 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바, 안전표지 설치,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도로관리청의 준공확인을 받아야 하고, 다

른 법률에 따라 인허가를 받아 주요지하매설물 설치에 관한 공사의 준공확인을 받은 것

으로 보는 경우에 다른 법률에 인허가 등의 신청을 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인허가 

등을 하기 전에 미리 도로관리청과 협의할 때에 주요지하매설물에 관한 준공도면의 사면

을 도로관리청에 보내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둘째, 토지의 굴착단계에서 지하라이프라인 안전규제제도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40

조에 “대지안전”에 관한 규정을 통하여, ｢건축법｣ 제41조에서 “토지굴착 부분에 대한 조

치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즉, 구체적인 굴착 조치와 관련하여 허가권자로 

하여금 첫째, 지하에 묻은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 또는 케이블등이 토지굴착으로 인

하여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둘째, 토지를 깊이 1.5미터 이상 굴착하는 경우에는 그 

경사도가 [별표 7]에 의한 비율이하이거나 주변상황에 비추어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압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의 흙막이를 설치할 것, 셋째,  

굴착공사 및 흙막이 공사의 시공중에는 항상 점검을 하여 흙막이의 보강, 적절한 배수조

치등 안전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흙막이판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주변지반의 내려앉음

을 방지하도록 할 것을 명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셋째, 일반지하의 굴착 단계에서 지하라이프라인 안전규제제도와 관련해서는 ｢산업안

전보건법｣을 근거로 삼아서 규제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지하작업자 등에서 작업 및 굴

착작업 시에 대한 안전조치, 지반 등의 굴착시 위험방지, 매설물 등 파손에 의한 위험방

지, 굴착기계 등의 사용금지에 관한 규정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상세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도심지 지하에 전기, 도시가스, 열공급시설 및 통신시설 등을 매설

하기 위하여는 먼저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만 지하 굴착행위

를 할 수 있으며, 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규정을 충족하여야 한다. 또한 토지의 굴착과 

관련하여서는 ｢건축법｣에 근거로 삼아서 허가권자로 하여금 지하가스관 파손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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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과 토지 1.5미터 굴착하는 경우에 경사도에 의한 비율에 따라 안전한 구조의 흙막이

를 설치하고 항상 주변 지반침하를 방지를 명할 수 있도록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지하의 굴착단계에서의 안전조치와 관련하여서는 ｢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조

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사업주로 하여금 지반등의 굴착기 위험방지조치로서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을 마련하고 있고, 매설물 등에 대한 방호조치 및 이설조치, 굴착기계 사용금

지에 관한 안전규제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도로법｣ 제61조, ｢건축법｣ 41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를 위반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그에 적절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상응한 행정형벌 집행을 통하여 실질적인 안전관리체계

를 확보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3� &-, $=, >?@�� 
 AB�� C DE�* 9:�; 

������� %&<�

1. "#:;2	�&	
�����	3"4*

(1) 전기설비의 종류와 적용범위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전기설비란 발전․송전․변전․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기구․댐․수로․저수지․전선로․보안통신선로 및 그 밖의 설

비(｢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되는 댐․저수지와 선박․차량 

또는 항공기에 설치되는 것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전기사

업용 전기설비, 일반용 전기설비, 자가용 전기설비의 것”을 말한다. 

전기설비의 종류로는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일반용전기설비, 자가용 전기설비로 구분

된다. “전기사업용 전기설비”는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에 사용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전

기사업법｣ 제2조제17호). 즉 전기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목적으로 설치되는 발전소, 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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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송전설비, 배전설비 등을 말하는 것으로 한전설비를 말한다. “일반용 전기설비”는 ｢전

기사업법｣ 제2조제18호에서 한정된 구역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소규모의 전기

설비로서, 전압 600볼트 이하로서 용량 75킬로와트(제조업 또는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

기설비는 용량 100킬로와트) 미만의 전력을 타인으로부터 수전하여 그 수전장소(담․울

타리 또는 그 밖의 시설물로 타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을 포함한다)에서 그 전기를 

사용하기 위한 전기설비를 말한다. “자가용 전기설비”란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일반용

전기설비 외의 전기설비를 말한다(｢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 예컨대, 수전전압이 고압

(600V 초과) 이상이거나, 수전용량이 75킬로와트 이상인 사용설비, 위험시설로서 용량 

20킬로와트 이상의 전기설비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화

약류(장난감용 꽃불은 제외한다)를 제조하는 사업장, ｢광산보안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른 갑종탄광,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장,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충전 및 판매사업장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소 및 저장소,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5호

에 따른 위험물의 제조소 또는 취급소 및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설치하는 용량 

20킬로와트 이상의 전기설비로서,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영화 및 비디오

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단란주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력단련장, ｢유통산

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상점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령｣에 따른 집회장은 일반용 전기설비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전기사업법｣ 제2

조제18호 및 시행규칙 제3조제3호).

(2) 전기설비의 사전적인 안전규제 수단으로서 전기사업허가

｢전기사업법｣상의 허가제도는 법률에 의한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사업자에

게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행정행위를 말한다.42) ｢전기사업법｣상

42) 최근의 다수의 학자들은 허가를 명령적 행정행위와 형성적 행정행위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다(김남진․김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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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허가제도는 헌법적 관점에서 국민에게 허용되는 행위를 잠시 묶어두고 전기사업법규

가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안마다 그 금지를 해제해 주는 제도이다. 그러나 ｢전기사업법｣

상의 사업자의 자유를 무제한으로 허용해 주지 않고, ｢헌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즉 동법상의 전기사업허가제는 자유권의 행사가 공익목적상 부여된 

관계로 법률상의 규제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행정청으로 하여금 사전에 심사할 수 있도

록 하여 주는 의무를 갖는다. 따라서 ｢전기사업법｣상의 발전사업자․송전사업자․배전

사업자․전기판매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의 허가제도는 국민에게 새로운 권리를 창설

하거나 권리를 확대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사인이 가지고 있는 헌법의 기본권인 자유권

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게 한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예컨대, ｢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에서 전기사업이란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

전기판매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을 말한다. 전기사업자란 발전사업자․송전사업자․배전

사업자․전기판매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를 말한다(동법 제2조제2호).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전기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전기사업의 종류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제53조에 따른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정

하고 있다(동법 제7조제2항). 또한 동일인에게는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없지만, 배전사업과 전기판매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도서지역에서 전기사업을 하는 경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8조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집단에너지사업

자가 전기판매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있다(동법 제7조제3항).

그러므로 ｢전기사업법｣상 전기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전기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적정한 능력과 자격을 갖추어야 함과 더불어서 전기설비에 대한 리스크와 위험

｢행정법Ⅰ｣(법문사, 2010), 223～232면; 김철용, ｢행정법Ⅰ｣(박영사, 2010), 194～199면; 김중권, ｢행정법기본연

구Ⅰ｣(법문사, 2008), 251면; 박균성, ｢행정법(상)｣(박영사, 2015), 325면); 석종현․송동수, ｢일반행정법(상)｣(삼

영사, 2009), 236～243면; 홍정선, ｢행정법(상)｣(박영사, 2018), 371～372면; 정하중, ｢행정법총론(제3판)｣(법문사, 

2006), 2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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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부터 전기사용자의 안전을 확보하여야함으로 기술기준에 충족하지 않으면 사업허가

는 거부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전기사업법｣상의 허가기준을 모두 충족되는 한 반

드시 사업허가를 발급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동법상의 사업허가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기속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43) 

(3)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

가44)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전기사업법｣ 제61조제1항).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법｣ 제

61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하는 공사 외의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45)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동법 제61조제3항). 전

기사업자는 전기설비가 사고․재해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멸실․파손되거나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시작한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61조제4항). 

43) 종래 ｢건축법｣상 허가제도는 위험방지만을 심사하던 시절에 그 요건을 충족하는 한 행정청이 허가를 반드시 

발급하여야 한다는 것은 옳았다. 하지만 현행법상의 허가제도 속에는 무수히 많은 재량행위들이 의제되고 있다

는 점에서 법률의 해석상 재량행위를 포함하는 허가제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하는 점에서 심각하게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김종보, “건축허가에 존재하는 재량문제” ｢행정법연구｣ 제3호(행정법실무연구회, 1998/10), 

158면; 동인, ｢건설법의 ��｣(박영사, 2008), 122면)

44) 강학상 인가란 타인의 법률적 행위를 보충하여 그의 법률상의 효과를 완성시켜 주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예컨

대 공공조합의 설립인가, 사립대학의 설립인가, 사립학교의 법인임원의 선임행위에 대한 승인 등에서 볼 수 있

다. 즉 인가제도도 공법과 사법상의 행위의 대하여 공익과 관련 있는 행위에 공익의 실현자로서 국가의 간섭을 

허용케 함으로써 그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을 행정주체의 의사에 종속시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전기사

업법｣상 인가는 허가의 효과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5) 신고는 행정청에 보통의 문서로 행하는 요식적이고 명시적인 통지 또는 어떤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에 관하여 행정청에 단순히 알리는 것으로, 신고대상이 되는 행위는 신고서가 행정청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과학기술발전에 따른 현대사회에서 아주 복잡하게 변화함에 따라,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에 따라 ����대신에 

 !�를 원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신고제가 허가제의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는 차원에서 신고제도에 대하여 연

구가 정립되어야 한다. 즉 신고제도는 국가 통제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 수단선택의 문제로 국민에 대한 국가

의 안전임무와 관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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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전기사업

법｣ 제62조제1항). ｢전기사업법｣ 제62조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하는 공사 

외의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한 사항을 변

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정하고 있다.46) 또한 ｢전기사업법｣ 제62조제2항의 규정

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저압(#$)에 해당하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의 경우에는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 신청으로 공사계획신고를 갈

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전기사업법｣ 제62조제3항).

(4) 전기설비에 대한 사전규제로서 사용전 검사

｢전기사업법｣ 제63조는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를 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

사가 실시하는 검사에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처럼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사용전 검사의 대상으로 법 제61조 및 법 제62조에 따라 공사

계획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하는 전기설비(원자력발전소의 

전기설비는 제외함)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46)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은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의 대상을 정하고 있다. 

��� �� ��� 	
� � �� 	
� �

발전소  별표 5와 동일
별표5와 동일. 다만 용량 75킬로와트 

미만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는 제외함

전기수용설비 

(변전소 및 

송전선로를 

포함한다)

설치공사

(증설공사)

수전전압 20만볼트 이상의 수용설비

수전전압 20만볼트 미만의 수용설비 설치. 

다만, 설비용량 1,000킬로와트 미만의 

수용설비의 구내배전설비는 제외함

변경 

공사

차단기
전압20만볼트 이상의 차단기 설치 

또는 대체

고압이상 수전용차단기와 특고압 이상 

20만볼트 미만의 차단기 설치 또는 대체

변압기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변압기 설치 

또는 대체

특고압 이상 20만볼트 미만의 변압기 

설치 또는 대체

전선로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전선로 

설치․연장 또는 변경

고압이상 20만볼트 미만의 전선로 

설치․연장 또는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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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에서 전기설비 중 용접부에 대한 사용

전검사는 발전소의 보일러․터빈․압력용기․액화가스저장조․액화가스용기화기․가

스홀더 및 냉동설비와 바깥지름이 150밀리미터 이상의 관으로서 물을 사용하는 용기 또

는 관으로서 최고사용온도가 섭씨 100도 미만의 것인 경우에는 최고사용압력이 제곱센티

미터 당 20킬로그램, 액화가스용 용기 또는 관인 경우에는 최고사용압력이 제곱센티미터 

당 0킬로그램,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용기 외의 용기인 경우에는 최고사용압력이 

제곱센티미터 당 1킬로그램,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관외의 관인 경우에는 최고사용압

력이 제곱센티미터 당 10킬로그램(길이방향이음의 경우에는 제곱센티미터 당 5킬로그램)

에 해당하는 압력 이상으로 설계된 부분에 대하여 한다. 즉,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제4항

에서 사용전검사의 시기는 [별표 9]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용전검사를 받는 시기(제31조제4항 관련)

1. 수력발전소에 관한 공사

 가. 완성 후의 높이가 15미터 미만인 댐의 경우에는 댐의 축조가 완료된 때

 나. 완성  후의 높이가 15미터 이상인 댐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을 때

   (1) 기초지반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거나 댐을 축조하려고 할 때

   (2) 축조한 댐이 완성 후의 댐 높이의 2분의 1(완성 후의 높이가 30미터 이상인 댐의 경우에

는 3분의 1 및 3분의 2)에 이르렀을 때

   (3) 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공되어 저수용으로 사용하려고 할 때

 다. 압력도수로인 터널이 관통하였을 때

 라. 수압관로를 지하에 파묻으려고 할 때

 마.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2. 기력발전소에 관한 공사

 가. 증기터빈차실의 하반부 설치가 완료된 때

 나. 액화가스용 저장조 본체, 액화가스용 기화기 본체, 가스홀더 본체 또는 냉동설비 본체의 조

립이 완료된 때

 다. 액화가스용 연료․연소설비에 속하는 관의 설치가 완료된 때. 다만, 지하에 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관을 파묻을 때로 한다.

 라. 보일러의 본체 조립이 완성된 때

 마.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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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스터빈발전소에 관한 공사

 가. 가스터빈차실의 하반부 설치가 완료된 때

 나. 액화가스용 저장조 본체, 액화가스용 기화기 본체, 가스홀더 본체 또는 냉동설비 본체의 조

립이 완료된 때

 다. 액화가스용 연료․연소설비에 속하는 관의 설치가 완료된 때. 다만, 지하에 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관을 파묻을 때로 한다.

 라.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4. 복합화력발전소에 관한 공사

 가. 가스터빈차실의 하반부 설치가 완료된 때

 나. 액화가스용 저장조 본체, 액화가스용 기화기 본체, 가스홀더 본체 또는 냉동설비 본체의 조

립이 완료된 때

 다. 액화가스용 연료․연소설비에 속하는 관의 설치가 완료된 때. 다만, 지하에 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관을 파묻을 때로 한다.

 라. 가스터빈 설치공사가 완료된 때

 마. 증기터빈차실의 하반부 설치가 완료된 때

 바. 보일러의 본체 조립이 완성된 때

 사.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5. 내연력발전소에 관한 공사의 경우에는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6. 풍력발전소에 관한 공사

 가. 기초공사가 완료된 때(전기사업용 전기설비만 해당한다)

 나.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7.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발전소의 보일러, 터빈, 압력용기, 배관, 액화가스용 연료연소설

비 등에 관한 공사

 가. 기술기준에 따른 비파괴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

 나. 맞대기 용접부에서 기술기준에 따른 기계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

 다. 내압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

8. 송전․변전 및 배전설비(공동구․전력구 안에 시설된 배전설비만 해당함)에 관한 공사

 가. 지중선로 중 토목공사가 완성된 때

 나. 송전․변전 및 배전설비 중 공사계획에 따른 공사의 일부가 완성되어 그 완성된 설비만을 

사용하려고 할 때

 다.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9. 전기수용설비에 관한 공사

 가. 전압 5만볼트 이상의 지중전선로 중 토목공사가 완성된 때



제3장 지하라이프라인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제 분석 99

(5)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사후안전 규제수단으로서 정기검사

검사제도는 전기사업자와 전기사용자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청이 일정

한 전기설비․시설․기계 등에 대하여 검사기준의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

를 충족하는 것만을 사용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47) 이처럼 검사제도는 전기설

비․시설․기계등의 자체만으로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으

면 사용․유통을 못하게 하거나 일정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효과 발생의 

전제요건으로 삼는다.48) 따라서 검사제도는 전기사용자 등의 안전 및 보건에 영향을 미

치는 전기설비의 경우에 실시되는데, 이는 행정목적이 사고발생 후 수습만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전기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활동으로 그 영역이 확

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49) 예컨대 일정한 안전성을 갖추지 않은 전기설비가 국가의 간

섭 없이 시장에서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 이러한 전기설비를 이용하는 국민은 전기설비의 

안전성 흠결로 생명․건강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될 리스크 및 위험이 크다고 하겠

47) 김종천, “석유화학콤비나트방재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공법적 연구”, ｢법학논총｣ 제27집제3호(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9), 76면.

48) 김종천, “석유화학콤비나트방재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공법적 연구”, ｢법학논총｣ 제27집제3호(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9), 76면.

49) 이종영, “시설물의 안전성확보를 위한 정기․수시검사제도” ｢토지공법연구｣ 제16집제1호(한국토지공법학회, 

2001), 271면; 이종영․서장은, “고압가스용기의 안전관리제도”, ｢중앙법학｣ 제11집제3호(중앙법학회, 2009), 

329～353면; 김종천, “가스시설물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공법적 연구”, ｢중앙법학｣ 제11집제2호(중앙법학회, 

2009), 315～317면.

 나. 전기수용설비 중 공사계획에 따른 설비의 일부가 완성되어 그 완성된 설비만을 사용하려고 

할 때

 다.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10. 태양광발전소에 관한 공사의 경우에는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11. 연료전지발전소에 관한 공사의 경우에는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12. 전기저장장치에 관한 공사의 경우에는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외의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계획에 따른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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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므로 국가는 전기설비로 인하여 감전, 화재, 누전, 폭발하거나 비정상적인 작동으

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안전의무가 있고,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전기사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의 안전보호의무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제도

가 검사제도이다.

｢전기사업법｣ 제65조에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산업

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은 “법 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의 대상이 되는 전기설

비와 그 검사의 시기는 [별표 10]과 같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비상용 발전설비로서 사

용 목적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

용 전기설비로서 전력공급의 부족, 재해 또는 그 밖의 긴급사태로 정기검사를 하기 곤란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기검사의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별표10]에 정기검

사대상 전기설비 및 검사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정기검사대상 전기설비 및 검사시기>50)

50)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별표10]에서 정기검사 대상, 시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  � *  ! �  � +  ,

1.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기력, 

내연력, 가스터

빈, 복합화력, 

수력(양수), 풍

력, 태양광, 연

료전지 및 전기

저장장치발전소

(1) 증기터빈 및 내연기관 계통

(2) 가스터빈․보일러․열교환기(｢집단

에너지사업법｣을 적용받는 보일러 및 

압력용기는 제외) 및 발전기 계통

(3) 수차․발전기 계통

(4) 풍차․발전기 계통

(5) 태양광․전기설비 계통

(6) 연료전지․전기설비 계통

(7) 전기저장장치․전기설비 계통

4년 이내

2년 이내

4년 이내

4년 이내

4년 이내

4년 이내

4년 이내

(1)부터 (4)까지의 설비

에 부속되는 전기설비로

서 사용압력이 제곱센티

미터당 0킬로그램 이상

의 내압부분이 있는 것

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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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발전설비의 검사는 발전설비의 가동정지기간 중에 하며, 설비 고장 등 검사시기 조정 사유 발생 

시 검사기관과 협의하여 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검사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 *  ! �  � +  ,

2. 자가용 전

기설비

 가. 발전설비

기력, 내연

력, 가스터

빈, 복합화

력 및 수

력, 태양광, 

연 료 전 지 

및 전기저

장 장 치 발

전소(비상

예비 발 전

설비는 제

외한다)

(1) 증기터빈 및 내연기관 계통(발전

기 계통을 포함한다)

(2) 가스터빈(발전기 계통 포함), 보일

러, 열교환기(보일러 및 열교환기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58조에 따

라 검사를 받는 것은 제외한다)

(3) 수차․발전기 계통

(4) 풍차․발전기 계통

(5) 태양광․전기설비 계통

(6) 연료전지․전기설비 계통

(7) 전기저장장치․전기설비 계통

4년 이내

2년 이내

4년 이내

4년 이내

4년 이내

4년 이내

4년 이내

(1)과 (2)에 부속되는 전

기설비로서 사용압력이 제

곱센티미터당 0킬로그램 

이상의 내압부분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 전기수용

설비 및 비

상용 예비

발전설비

(1) 의료기관, 공연장, 호텔, 대규모 점

포, 예식장, 지정 문화재, 단란주점, 

유흥주점, 목욕장, 노래연습장에 설치

한 고압 이상의 수전설비 및 75킬로

와트 이상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2) 제40조제1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

자의 선임이 면제된 제조업자 또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자의 수용설비

(3) (1) 및 (2)의 설비 외의 수용가에 

설치한 고압 이상의 수전설비 및 75킬

로와트 이상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4)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안

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

전보고서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서

를 제출하거나 갖춰 둔 자의 고압 이

상의 수전설비 및 용량 75킬로와트 

이상의 비상용 발전설비

2년마다 

2월전후

2년마다 

2월전후

3년마다 

2월전후

4년 이내

(1)부터 (4)까지의 전기

설비로서 구내발전설비로

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수

전설비는 해당 발전기 계

통과 같은 시기에 검사

한다.

(1)부터 (4)까지의 전기설

비에는 자가용 송전․배

전선로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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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전기사업용 전기설비로 기력, 내연력, 가스터빈, 복합화력, 수력(양수)발전소, 

태양광 및 연료전지발전소에 해당되는 증기터빈 및 내연기관 계통, 수차․발전기 계통, 

풍차․발전기계통, 태양전지․전기설비계통은 4년이내 검사를 받아야 하고, 가스터빈․

보일러․연교환기기 및 발전기계통은 2년이내에 검사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자

가용 전기설비로 발전설비기력, 내연력, 가스터빈, 복합화력 및 수력, 태양광 및 연료전지

발전소에 해당되는 증기터빈 및 내연기관, 발전기 계통, 풍차․발전기계통, 태양전지․전

기설비계통은 4년이내 검사를 받아야 하고, 가스터빈․보일러․연교환기기 및 발전기계

통은 2년이내에 검사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전기수용설비 및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에 해당되는 의료기관, 공연장, 호텔, 대규모점포, 예식장, 지정문화재, 단란주점, 유흥주

점, 목욕탕, 노래연습장에 설치한 고압이상의 수전설비 및 75킬로와트 이상의 비상용예비

발전설비 2년마다 2월 전후, 동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이 면제된 

제조업자 또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수용설비도 2년마다 2월 전후, 수용가에 설치한 

고압이상의 수전설비 및 75킬로와트 이상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는 3년마다 2월 전후,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

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 계획서를 제출하거나 갖춰 둔자의 고압 이상의 수전설비 및 

용량 75킬로와트 이상의 비상용 발전설비는 4년이내에 정기검사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6) 일반용 전기설비 및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사후안전관리수단으로 

전기안전점검

｢전기사업법｣ 제66조제1항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일반용전기설비가 제67조에 따

른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산업통상

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기설비의 사용 전과 사용 중에 정기적으로 제74조

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전기판매사업자로 하여금 점검(전기판매사업자는 사용

전 점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설비의 경우에 한한다)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주거용 시설물에 설치된 일반용전기설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경우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점검의 승낙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점검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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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과 관련하여 ｢전기사업법｣ 제66조

의2의 규정에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

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시청제공업시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

임제공업시설․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시설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

른 노래연습장업시설,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격장 중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권총사격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프 연습장, ｢의료법｣에 따른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식품위생

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의 시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그 밖에 전기설비에 대

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51)을 운영하려

거나 그 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자는 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규정된 

허가신청․등록신청․인가신청․신고(그 시설의 소재지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신청․변

경등록신청․변경인가신청․변경신고를 포함한다) 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

승인신청을 하기 전에 그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어서 동법 제66조의2제2항에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그 보호구역

의 시설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현상변경(같은 법 제74조에 

51) 동법 시행령 제42조의3제4항에 의하면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형마트․전문점․백화점 및 쇼핑센터, ｢의료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종합병원,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

제2호가목,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호텔업․국제회의업 및 카지노업의 시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

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 및 목욕장업의 시설,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후조리업의 시설, 고시원

업: 구획된 공간에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 등을 갖추고 숙박이나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전화방업․화상대화방업: 구획된 공간에 전화기, 텔레비전, 모니터 또는 카메라 등 상대방과 대화할 수 있는 시

설 등을 갖춘 형태의 영업, 수면방업: 침대(간이침대를 포함한다), 캡슐 형태의 방 또는 그 밖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부대시설을 갖춘 형태의 영업, 콜라텍업: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시설 등을 갖춘 형태의 영업으로서 

주류 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을 하는 시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으로서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수용인원이 300명 미만인 학원을 말한다)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전체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다만,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과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방문요양서비스 시설 및 방

문 목욕서비스 시설은 제외한다)”을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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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려는 자는 그 현상변경이 끝난 후 제1항에 따라 산

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도록 정하고 있다.

(7) 전기재해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안전점검

｢전기사업법｣ 제66조의3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태풍․폭설 등의 재난으로 전기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 장마철․동절기 등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

한 취약시기에 전기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화재예방

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하는 경우 그 대상 시설, 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관련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가 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안전공사로 하여금 특별

안전점검”을 받도록 정하고 있다. 즉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2조의4제2항에서 응급조

치의 범위로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사, 누전․합선 등으로 

인한 전기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일시적인 전기사용 제한조치를 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8)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기술기준

｢전기사업법｣ 제67조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

여 필요한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

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조에 따르면 

안전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동조제1항에 “전기설비는 감전, 화재 그 밖에 사람에게 위

해(%&)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제2항에서 “전기설비는 사용목적에 적절하고 안전하게 작동하여야 하며, 그 손상으

로 인하여 전기 공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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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지중전선로의 시설과 관련하여 ｢전기설비기술기준｣ 제38조제1항에 “지중전선

로는 차량, 기타 중량물에 의한 압력에 견디고 그 지중전선로의 매설표시 등으로 굴착공

사로부터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제2항에서 “지

중전선로 중 그 내부에서 작업이 가능한 것에는 방화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

며, 동조제3항에서 “지중전선로에 시설하는 지중함은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출입할 

수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9) 전기설비의 사전규제로서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교육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휴지 중인 전기설비는 

제외한다)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기계․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정하고 있다(｢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 또한 전기안전관리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전기사업법｣ 제73조의4제1항).

(10) 소 결

｢전기사업법｣은 전기설비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와 위험으로 전기사용자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허가, 인가, 신고를 통

하여 업을 영위할 수 있다. 

특히, 전기설비에 의한 지하라이프라인 안전규제로 볼 수 있는 것이 ｢전기사업법｣ 제

67조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을 정

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전기설비기술기준｣ 제38조에 “지중전선

로는 차량, 기타 중량물에 의한 압력에 견디고 그 지중전선로의 매설표시 등으로 굴착공

사로부터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하고, 지중전선로 중 그 내부에서 작업이 가

능한 것에는 방화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지중전선로에 시설하는 지중함은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출입할 수 없도록 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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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는 “사용전 검사”를 받아야 하

고,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기안전

관리자 선임 및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사후안

전규제제도로 “정기검사”, “안전점검”, “특별안전점검제도”를 두고 있다.

2. ��<=2	�&	
�����	3"4*

<도시가스 본관 및 공급관과 사용자공급관 및 내관>52)

52) http://www.lesafety.kr/Board/read.php?board=LE0518_B1&aid=18; http://blog.daum.net/kjwrone/13<인터넷홈페이

지: 2018년 7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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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가스사업법｣상의 안전규제

1)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사전규제제도로서의 허가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1의2에 “도시가스사업이란 수요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거

나 도시가스를 제조하는 사업(｢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업은 제외

한다)으로서 가스도매사업, 일반도시가스사업, 도시가스충전사업, 나프타부생가스․바이

오가스제조사업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1항에서 “가스도매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

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2항에서 “일

반도시가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

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3항

에서 “도시가스충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

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4항에서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5항

에서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

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도시가스배관의 안전관리

2016년 1월 6일에 ｢도시가스사업법｣은 법률 제13733호로 개정하여 “도시가스배관의 

안전관리”제도를 도입하여 2018년 1월 7일에 시행하고 있는바, 도시가스사업자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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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배관시설 건전성관리 수행계획서에 따라 도시가스배관의 안전성을 자율적으로 관리

하도록 하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정기적 확인을 받도록 하여 도시가스배관의 안전

을 전문적․효율적으로 관리․점검함으로써 도시가스배관의 장기사용으로 인한 가스사

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입하게 되었다. 

이처럼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의4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도시가

스사업자는 도시가스배관의 장기사용 등으로 인한 가스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통

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배관시설에 대한 건전성관리 수행계획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6제1항에서 “법 제17조의4

제1항에 따른 건전성관리 수행계획서는 기본수행계획서와 세부수행계획서(기본수행계획

서에 따라 도시가스배관 구간별 또는 지역별로 각각 작성하는 계획서를 말한다)로 구분

하며, “(ⅰ) 기본수행계획서: 다음 각 목의 해 - 가. 2018년, 나. 가목의 해부터 매 5년이 

되는 해, (ⅱ) 세부수행계획서: 다음 각 목의 해 - 가. 제27조의5제2항에 따른 가스배관시

설이 최초로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해부터 15년이 되는 해, 나. 제1호나목

의 해”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의4제2항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행계획서 및 제1항 후

단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도시가스배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수행계획서를 변경하도

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의4제4항에 “도시가스

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수행계획서의 이행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동법 제17조의4제5항에서 “도

시가스사업자는 수행계획서의 이행 결과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산업통상자

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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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동법 제17조의4제6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보고받거나 제

5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도시가스배관의 안전관리에 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하여 수행계획서의 보강, 재이행 또는 이행 결과 재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의 설치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2에 따르면, “구멍 뚫기, 말뚝 박기, 터파기, 그 밖의 토지의 

굴착공사(이하 “굴착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도시가스배관의 파손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보제공, 홍보 등에 필요한 굴착공사지원정보망의 구축․운영, 그 밖에 

매설배관 확인에 대한 정보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

에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4)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3제1항에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굴착공사를 하기 전에 해당 지역을 공급권역으로 하는 도시가스사업자가 

해당 토지의 지하에 도시가스배관이 묻혀 있는지에 관하여 확인하여 줄 것을 산업통상자

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지원센터에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가스배관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굴착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의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정보지원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도시가스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조제3항에서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도시가스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의 지하에 도시가

스배관이 묻혀 있는지를 확인하여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3제4항에서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도시가스배관이 묻

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굴착공사자와 도시가스사업자는 해당 굴착공사가 시작되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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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ⅰ) 굴착공사의 현장 위치 및 도시가스배관

의 매설 위치의 표시, (ⅱ) 정보지원센터에 대한 제1호에 따른 표시 사실의 통지, (ⅲ) 

도시가스배관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도시가스배관의 매설 위치 등이 표시

된 도면의 제공 등 굴착공사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

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굴착공사자는 정보지원센터로부터 굴착공사 개시통보를 받기 전에 굴착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3제5항).

5) 협의 및 순회점검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5제1항에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도시가스배관 

파손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굴착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굴착공사를 하려

는 자는 도시가스배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

가스사업자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도시가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

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의4제1항 전단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게 평가서를 제출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조제2항에서 “도시가

스사업자와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협의를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

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서를 작성하고 그 협의된 내용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이어서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5제3항에서 “도시가스배관이 지하에서 철

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나 도로를 건설하는 공사,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53)의 공사장을 통과하는 경우 그 도시가스배관을 관리하는 도시가스사업자와 그 공

사의 시행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동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정기

적으로 순회점검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53)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르면, “법 제30조의5제3항에서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ⅰ) 지하상가 공사, (ⅱ) 해당 공사로 인하여 최고사용압력이 중압 이상인 배관이 10미터 이상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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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도시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의 준수 및 안전조치 등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6에서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도시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에 따라 굴착작업을 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7제1항에서 “도시가스사업자는 그 허가받은 공급권역

에서 시행되는 굴착공사가 있으면 도시가스배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를 하도록 노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의2제1항에서 안전조치는  (ⅰ) 굴착공사장별 안전관리 전담자의 지정․운영, (ⅱ) 

굴착공사자에 대한 배관 매설 위치 등이 표시된 도면의 제공, (ⅲ) 도시가스배관 매설상

황 확인, 가스안전 영향평가, 굴착공사 협의 및 순회점검 등 도시가스배관 보호를 위한 

제도의 지도 및 자문, (ⅳ) 그 밖에 [별표 16 제2호]에서 정하는 사항”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7제2항에 “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배관의 설치위

치와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도시가스배관에 관한 도면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의2제2

항에서 도시가스배관에 관한 도면에는 (ⅰ) 배관 및 그 부속시설의 매설 위치, (ⅱ) 도시

가스배관의 압력․호칭지름 및 재질, (ⅲ) 시공자 및 시공 연월일, (ⅳ) 그 밖에 산업통상

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7)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사후규제제도로서 검사제도 등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도시가스사업자와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그 가스공급시설이나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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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규정과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대상과 기준, 그 밖에 검사에 필

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17조의2제1항

에서 “도시가스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에 대하여 한국가스

안전공사가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때의 안전성평가제도는 가스시설의 전반에 대한 위험 특성 

및 잠재적인 위험성을 파악 분석하여 위험성을 감소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안전성이 향상된 공급시설의 설계 및 운전을 유도하려는 입법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안전성평가의 대상은 “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를 말하고, 안전성평가의 시기

는 (ⅰ) 액화천연가스의 인수 기지의 설치공사를 하는 경우 제12조제6항에 따라 한국가

스안전공사에 기술검토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과 그 시설의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해부터 매 5년이 되는 해, (ⅱ) 액화천연가스의 인수 기지에 액화천연가스용 저장

탱크를 설치하는 경우 제12조제6항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기술검토 신청서를 제출

하기 전과 그 시설의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해부터 매 5년이 되는 해에 

받아야 한다.

이와 더불어 동법 제17조의3제1항에서 “도시가스사업자는 안전관리수준을 향상시키고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

설의 관리 및 운영 실적에 대한 계량적 평가(이하 “안전관리수준평가”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조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수준평가를 받은 도시

가스사업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와 제26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평가를 각각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조제3항에서 “제1

항에 따라 안전관리수준평가를 받은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수준평가의 결과를 고려하여 3년의 범위에서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와 제26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평가를 받아야 

하는 다음 시기까지의 기간을 각각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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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등>54)

54)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5], 별표[6], 별표[6의2], 별표[6의3], 별표[6의4], 별표[6의5], 별표[7], 별표[7

의2], 별표[7의3], 별표[7의4]의 규정의 내용을 담았다.

정기검사

∙검사시기 : 다음 각 호의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제20조의2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가스사용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과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은 10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 

  ※ 시공감리의 대상이 되는 가스공급시설은 최초로 그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 시공감리의 대상이 아닌 가스공급시설 중 호칭지름 50밀리미터 이하인 

저압의 공급관, 배관의 길이가 50미터 미만인 사용자공급관(호칭지름 50밀

리미터 이하인 저압의 공급관에 연결되는 사용자공급관은 제외한다), 호칭지

름 5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저압의 공급관 중 길이 20미터 미만인 공급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스공급시설은 그 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날

∙검사기관 :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기준 : [별표6]

수시검사

∙수시검사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도시가스 사고의 예방과 그 밖에 가스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검사기준 : [별표6]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 정밀안전진단

∙대상 : 액화천연가스의 인수 기지(라목에 따른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를 제외한

다)로서 최초로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1995년 11월 4일 이전인 경우에는 

종전의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에 따

른 완성검사증명서를 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7조의3에서 같다)부

터 15년이 지난 액화천연가스의 인수 기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설치된 최고사용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인 본

관 및 공급관으로서 최초로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배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설치된 최

고사용압력이 0.1메가파스칼 이상부터 1메가파스칼 미만까지인 본관 및 공급관

(사용자공급관은 제외한다)으로서 최초로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20년이 

지난 배관, 액화천연가스 인수 기지의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로서 ｢고압가스 안

전관리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합격증명서를 받은 날(1998년 8월 31일 전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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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된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는 해당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가 완공된 날을 말한

다. 이하 제27조의3에서 같다)부터 5년이 지난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

∙검사시기 :

∙진단기관 : 한국가스안전공사

∙진단기준 : 별표 5 제1호라목․제3호라목, 별표 6 제3호라목, 별표 6의3 제3호, 

별표 6의4 제3호 및 별표 6의5 제3호

- 안전성평가

∙평가대상 : 액화천연가스의 인수 기지

∙시기 : 액화천연가스의 인수 기지의 설치공사를 하는 경우 제12조제6항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기술검토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과 그 시설의 시공감리증명

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해부터 매 5년이 되는 해, 액화천연가스의 인수 기지에 

액화천연가스용 저장탱크를 설치하는 경우 제12조제6항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

사에 기술검토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과 그 시설의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해부터 매 5년이 되는 해

∙평가기관 : 한국가스안전공사

∙평가기준 : 별표 5 제1호라목․제3호라목, 별표 6 제3호라목, 별표 6의3 제3호, 

별표 6의4 제3호 및 별표 6의5 제3호

1. 제27조의2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시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해

  가. 최초로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

  나. 가목의 해부터 매 5년이 되는 해

2. 제27조의2제1호다목에 따른 시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해

  가. 최초로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해부터 20년이 되는 해

  나. 가목의 해부터 매 5년이 되는 해

3. 제27조의2제1호라목에 따른 시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해

  가. 최초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합격증명서를 받은 날

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

  나. 최초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합격증명서를 받은 날

부터 1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

  다. 나목의 해부터 매 5년이 되는 해

안전관리 

수준평가

(QMA)

∙대상 : 일반도시가스사업자(현재 일부사업자만 신청)

∙정기검사 주기 : 평가등급에 따라 3년에서 6개월

∙평가항목 : 안전관리리더쉽, 안전교육훈련, 가스사고, 비상사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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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도시가스충전사업자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도시가스사업

자와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그 가스공급시설이나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 산

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

장․군수․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과 제19조의4제1항에서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는 도시가스를 수요자에게 공급할 때에는 그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요자에게 위해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계

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요자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55)

55)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요약하여 표로 정리하였다. 

∙평가방법 : 계획, 실행, 검토, 사후관리로 절대평가

∙평가등급에 따른 정기검사 주기 

���� ��(A) �	(B) 
�(C) �(D)

평가점수 90점 이상 80~90점 70점~80점 70점 미만

정기검사 주기 3년 2년 1년 6개월

안전관리규정 

확인․평가주기
3년 2년 1년 6개월

안전점검

∙수요자시설 안전점검 및 위해예방제도

  - 공급시 수요자시설 안전점검 실시

  - 연 1회 이상 위해예방을 위한 계도물 작성 및 배포

∙안전점검을 한 결과, 수요자의 시설이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지 아

니하다고 판단되면 그 수요자에게 해당 시설을 개선하도록 권고

∙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안전점검을 한 경우에는 안전점검기록을 작성하

여 2년간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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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소 결

｢도시가스사업법｣상 지하라이프라인 관련 안전규제제도와 관련하여 사전규제제도로 

도시가스사업을 하려고 하는 자는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근 2018년 1월 7일부터 노

후화된 도시가스배관의 안전관리 확보 차원에서 배관건전성관리제도(IMP: Integrity 

Management Program)를 도입하게 되었다. 동제도의 적용대상은 “최초로 시공감리증명서

를 받은 날로부터 15년이 지난 한국가스공사 소유의 배관, 도시지역에 설치된 최고 사용

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인 본관 및 공급관으로 적용대상 사업자는 가스도매사업자(한국

가스공사)를 대상자로 매 5년 마다 IMP를 실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최소 200만원

에서 3,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 시스템이다. 

뿐만 아니라 도시가스배관의 보호를 위하여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의 설치”, “도시가

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협의 및 순회점검”, “도시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의 준수” 및 도

시가스배관의 안전조치에 관한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도시가스사업법｣상 가스도매사업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특정가스사용시설사용자들에 대한 사후규제제

도로 수시검사, 정기검사, 정밀안전진단, 안전점검 및 안전유지, 안전관리수준평가, 안전

성평가, 도시가스배관의 안전관리 등의 검사제도로 인하여 많은 부담을 지우는 것이 사실

이나, 도시가스의 폭발사고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등의 안전을 확보

하는 것이어야 말로 도시가스사업자의 자유와 국민의 생명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

여 최소한의 적절한 규제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가스도매사업자(제조소, 정압기지, 배관)는 6개월마다 자율검사와 1년마다 정

기검사 및 안전관리규정 확인평가를 실시하고, 법 제26조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상

태가 우수하다고 공사가 인정되는 경우 및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연도에 정밀안전진단

을 받는 자는 정기검사를 면제받으며, 안전성평가는 제조소의 인수기지 및 저장탱크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일반도시가스사업자(제조소, 정압기, 배관)는 6개월마다 자율검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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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마다 정기검사 및 안전관리규정 확인평가를 받아야 하며, 안전관리규정 준수규정상태

가 우수한 사업자 및 동일 해에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자는 정기검사를 면제를 받으며, 

안전관리수준평가는 선택적인 사항으로 평가를 받아 우수한 경우에 정기검사 및 안전관

리규정 확인 평가 시기를 최대 3년 연장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으며, 정밀안전진단

은 최초로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해부터 20년이 되는해 및 매 5년마다 실시

하고 있다. 특정가스사용자는 1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경로당 및 어린이집

은 10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완성검사는 가스안전공사가 정기검사는 민간

검사기관 또는 가스안전공사를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도시가스사업법｣에서 가스도매사업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충전

사업자의 경우에 6개월마다 자율검사 및 1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부문을 격년

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2)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의 안전규제

1) 고압가스배관에 대한 보호제도 도입배경

최근 굴착공사의 증가로 인해 고압가스배관의 사고발생 개연성도 함께 증가하고 있으

므로 굴착공사로부터 고압가스배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굴착공사자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를 통하여 고압가스 배관의 위치를 확인하고 필요한 안전조

치를 하도록 하는 등의 고압가스배관 보호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56)

2) 고압가스배관에 대한 정보지원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3조의2에서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2에 따른 굴착공사

정보지원센터는 구멍 뚫기, 말뚝 박기, 터파기, 그 밖의 토지의 굴착공사로 인하여 일어날 

56) http://www.law.go.kr/LSW/lsRvsRsnListP.do?lsId=001850&chrClsCd=010102&lsRvsGubun=all<인터넷홈페이지: 

2018년 6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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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고압가스배관의 파손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보제공, 홍보 등에 필요한 굴착공

사지원정보망의 구축․운영, 그 밖에 매설배관 확인에 대한 정보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3) 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굴착공사를 하기 전에 해당 토지의 지하에 고압가스배관이 

묻혀 있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지원센터

에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고압가스배관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굴

착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굴착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압가스안

전관리법｣ 제23조의3제1항). 동법 제23조의3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정보

지원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 중에 사업소 경계 밖의 

지하에 고압가스배관을 보유한 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의 지하에 고압가스배관이 묻혀 있는지를 확인하여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23조의3제3항). 동법 제23조의3제4항에서 “고압가스배관이 묻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굴착공사자와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는 해당 굴착공사가 시

작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ⅰ) 굴착공사의 현장 위치 및 고압

가스배관의 매설 위치의 표시, (ⅱ) 정보지원센터에 대한 제1호에 따른 표시 사실의 통지, 

(ⅲ) 고압가스배관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고압가스배관의 매설 위치 등이 

표시된 도면의 제공 등 굴착공사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서 동법 제23조의3제5항에 “정보지원

센터는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매설된 배관이 없다고 확인을 받거나 제4항제2호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굴착공사자에게 굴착공

사를 하여도 된다는 통보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굴착공사자는 정보지원센

터로부터 제5항에 따른 굴착공사 개시통보를 받기 전에 굴착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동법 제23조의3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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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굴착공사의 협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3조의4제1항에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가 설치한 고압

가스배관이 매설된 지역에서 고압가스배관 파손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굴착공사로서 산

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고압가스배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와 안전조치 방

법 등을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와 굴착공사

를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협의를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서를 작성하고 그 협의 내용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고압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의 준수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가 설치한 고압가스배관이 매설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에 따라 굴착작업

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3조의5).

6) 고압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등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3조의6제1항에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는 사업소 경계 

밖의 지하에 매설된 배관이 있는 지역에서 시행되는 굴착공사가 있으면 고압가스배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는 고압가스배관의 설치 위치와 그 밖에 산업통상자

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고압가스배관에 관한 도면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7) 보험제도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5조제1항에서 “사업자등,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또는 용

기등을 수입한 자는 고압가스의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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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규정하고 있으며, 동조제3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3년마다 그 3년째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보험

사업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보험의 수익금의 일부를 고압가스사고 예방사업을 수행하

는 자에게 지원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8) 고압가스제조자 등에 대한 사전․사후규제제도로서 허가․검사제도 등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에 “고압가스를 제조하려는 자는 그 제조소마다 특

별차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

다. 즉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고압가스제조자란 고압가스특정제조사업자, 고압가

스 일반제조사업자, 고압가스충전사업자 및 냉동제조자로 구분하고 있다. 

이어서 동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제5조의3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허가관청․신고관청 또는 등록

관청의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동법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서 정기검사의 

대상별 검사주기는 [별표 19]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밀안전검진(대형('() 가스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오래되어 낡은 고압가스 

제조시설의 가동을 중지한 상태에서 가스안전관리 전문기관이 정기적으로 첨단장비와 

기술을 이용하여 잠재된 위험요소와 원인을 찾아내고 그 제거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

다)은 동법 제16조의3제1항에서 “고압가스제조자는 고압가스제조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

부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되는 노후시설에 대하여 가스안전관리 전문기관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4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정밀안전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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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검사제도>57)

9)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자에 대한 규제로서 사용신고․정기검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에서 “수소․산소․액화암모니아․아세틸렌․액

화염소․천연가스․압축모노실란․압축디보레인․액화알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고압가스(이하 “특정고압가스”라 한다)를 사용하려는 자로서 일정규모 이상의 저장

능력을 가진 자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미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동조제1항 단

서규정에서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 또는 고압가스저장자 제

5조에 따라 용기등의 제조등록을 한 자,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자동차등록을 한 

자로서 허가받은 내용이나 등록한 내용에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특정고압가스 사용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동조제4항에

57)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1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의 규정을 요약 정리하였다. 

정기검사

∙고압가스특정제조자 : 4년(고압가스특정제조자외의 가연성가스, 독성가

스, 산소의 제조자․저장자 또는 판매자 : 1년, 고압가스특정제조자 외

의 불연성가스 제조자, 저장자, 판매자 : 2년)

∙검사기관 : 가연성가스, 독성가스 외의 가스를 냉매로 하는 건축물의 냉

난방용 냉동제조시설은 지정검사기관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나머지 제

조시설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수시검사
∙수시검사는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가스로 인한 사고의 예방이나 그 

밖에 가스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정밀안전검진

∙특정제조시설(철강공업은 제외)로서 완성검사 후 15년 경과시설(동법 시

행규칙 제33조)

∙점검주기 : 4년(최초 정기검사 받은 날로부터 2년 후의 정기보수기간에 

실시)-(동법 시행규칙 제34조)

∙검진기관 :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검진기준 : 동법 시행규칙 [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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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자(이하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자”라 한다)가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시설의 설치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그 시설의 사용 

전에 신고를 받은 관청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기적으로 신고를 받은 관청의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동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에서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

라 완성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15일 이내에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로 의제

되는 고압가스 제조허가 또는 고압가스저장소 설치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허가받

은 시설에 대한 법 제16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 시에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시행규칙 제48조제3항에서 “동일한 사업소 안에 2개 

이상의 정기검사 대상시설이 있는 경우로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같은 연도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 중 하나의 시설의 정기검사 시에 

다른 시설도 정기검사를 함께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0) 소 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도 ｢도시가스사업법｣처럼 지하라이프라인 관련 안전규제제도

와 관련하여 고압가스배관에 대한 보호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바, “고압가스배관에 대한 

정보지원”, “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굴착공사의 협의”, “고압가스배관 손상방지

기준의 준수”, “고압가스배관의 안전조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9조에서 “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의 확인요청을 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한 자, 굴착공사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굴착공사 협의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으로 작성한 자, 굴착공사 협의를 위반하여 협의 내용을 지키지 아니한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와 굴착공사의 시행자, 고압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굴착

작업을 한 자, 고압가스배관에 대한 도면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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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한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에 대하여 2년이하의 징역과 2천만원이하의 벌금과 

고압가스배관 매설확인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1년이하의 징역과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의무이행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하려고 규정하고 있다.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상의 안전규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액화석유가스의 안

전성과 편리성 향상을 위하여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가 공급되

지 아니하는 지역에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 설치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만을 마련하고 있고,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지역을 중심으로 소형저

장탱크를 지하에 설치하여 각각의 가정이나 사용처에 배관을 연결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도시가스배관”을 사용하는 것과 유사하다.

<LPG 개별 공급 방식에서 소규모저장탱크를 통한 방식으로 전환>58)

58) http://www.gn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316<인터넷홈페이지: 2018년 6월 4일>



124 지하라이프라인의 안전관리규제체계에 관한 법제 연구

따라서 LPG 소규모 저장탱크로부터 도로나 타인의 토지 지하에 매설된 배관을 통하여 

공급하게 되는 경우에는 매설배관 시공감리, 배관보호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한 안전관리규

제제도를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2	�&	
�����	3"4*

(1) 개 관

집단에너지사업은 대규모 열생산시설에서 일정지역에 열 또는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하며, 1개소 이상의 집중된 에너지 생산시설(열병합발전소, 열전용보일러, 자원

회수시설 등)에서 생산된 에너지(열 또는 열과 전기)를 주거, 상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내

의 다수 사용자에게 일괄적으로 공급․판매하는 사업으로서 다수의 사용자는 개별적으

로 에너지 생산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열과 난방을 사용하는 것 특징이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서 “집단에너지시설이란 집단에너지의 생산․수송․

분배 또는 사용을 위한 공급시설과 사용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 공급시설

은 집단에너지의 생산․수송 또는 분배를 위한 시설인 열원시설(물․증기 기타 열매체를 

가열하거나 냉각하는 기기 및 부속기기로서 열발생설비(보일러, 터빈․발전기, 소각로 

등), 열펌프, 냉동설비, 열교환기, 축열조, 기타 열의 생산과 관련이 있는 설비)과 열수송

시설(열수송관, 순환펌프, 열교환기 밑 그 내부배관, 기타 열의 수송 또는 분배와 관련이 

있는 설비)로서, 그 위험성에 따라 법률상의 여러 가지 관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사용시

설은 집단에너지의 사용을 위한 시설로서 사용자의 관리에 속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이때 

열공급시설은 사업자의 시설이고, 이에 대해서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외에도 ｢에너지이

용 합리화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여러 안전관리를 거치고 있다. 

그러나 열을 공급받는 공동주택에서 열사용을 위해 자체적으로 관리하게 되는 열사용

시설에 대해서는 ｢집단에너지사업법｣상 강제규정이 없어 열공급시설에 비하여 상대적으

로 안전관리에 미흡하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나, 열공급시설에 대한 안전규제에 대한 

부문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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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집단에너지시설은 고온․고압의 지역난방수를 사용하여 지하에 매설된 열공급

시설의 배관을 통하여 사용자시설에 공급함에 따라 노후화된 열공급시설 배관에 대한 

안전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2) 집단에너지시설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기술기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1조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집단에너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고,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 제2장에 열공급시설 중 열원시설에

는 일반측정장치(제5조), 안전을 위한 장치(제6조), 부하조절장치(제7조), 열교환기 제어

장치(제8조), 경보장치(제9조), 긴급정지장치(제10조), 배관(제11조), 보호시설(제12조)-열

원시설의 구내에 취급자외의 일반인이 함부로 들어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울타리등을 

설치하여 위험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열수송시설의 설치 및 보호와 관련하여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 제34조에 

“열수송관을 설치할 때에는 휨․신축․진동등의 영향을 고려하여 이에 견디는 구조이어

야 하며, (ⅰ) 연약한 지반에 설치하는 열수송관은 불균형 침하에 의하여 손상 될 우려가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ⅱ) 외부로부터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열수송

관에는 해당부분에 적절한 보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ⅲ) 고열의 열매체를 통하는 열수송

관으로서 열에 의하여 주위에 심한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것에는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것에 적합하여야 한다.

또한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 제35조에 “열수송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열수송관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ⅰ)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열수

송관의 정상부와 지면정상부와의 거리는 0.6m이상으로 하되 매설지반의 동결, 토압, 지

상적재하중 및 콘크리이트패드, 케이싱등의 보호조치를 고려한 확립된 계산식(또는 기준)

에 의해 열수송관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깊이이어야 한다, (ⅱ)  지하에 매설하는 

열수송관으로서 다른 지하 매설물과 교차하는 것은 15cm 이상, 평행한 것은 30cm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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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격을 두어야 한다. 다만, 적절한 보호장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ⅲ) 

성토 또는 절토의 경사면 근방에 열수송관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경사면에 대해서 충분히 

안전한 위치를 확보하여야 한다, (ⅳ) 선로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열차 하중 및 진동등에 

의한 영향을 받을 우려가 거의 없을 정도의 수평거리를 유지하여야 하며, 열수송관이 안

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시공․조치하여야 한다, (ⅴ) 하천이나 수로를 따라 제방 안

쪽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홍수시 제방유실등에 의해 열수송관의 안전이 우려되는 취약구

간등은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하천 횡단등의 경우에는 열수송관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시공․조치하여야 한다, (ⅵ) 열수송관의 위로 꺾이는 부분, 지반이 급변하는 

부분, 불균형 침하 구조물과의 접속부분 등과 같이 지지조건이 불연속적인 곳에서는 곡관

의 삽입, 지반계량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것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도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 제36조에 열수송관을 지상에 부설하는 경우

에는 지반면에 접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지상부설에 관한 규정, 열수송관의 지지물, 안전

율(최고하중 2배), 열공급펌프의 안전장치 및 보호시설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3) 열공급시설에 대한 공사계획승인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에서는 사업자로 하여금 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

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59) 이때의 승인기준은 공사계획이 집단

에너지사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내용에 부합하여야 하고, 공급시설이 기술기준에 

맞는 경우에 승인된다. 이때의 기술기준은 앞에서 적시한 집단에너지시설의 설치 및 운용

59)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는 일정한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해당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할 때 유해․위험방지 사항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

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업종은 전기 계약용

량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업종으로서 다음의 업종을 의미한다. 1.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는 제외한다) 제조

업, 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5. 식료품 제조업, 

6.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7.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8. 기타 제품 제조업, 9. 1차 금속 제조업, 

10. 가구 제조업, 1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12. 반도체 제조업, 13. 전자부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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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필요한 기준을 말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집단에너지시설의 기

술기준｣을 말한다.

공사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급시설에 대해서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5

조제1항 [별표 4]에서 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다.

<공사계획(변경)의 승인사항>60)

� � -.%� /,%�

1. 열원시설 가. 설치공사계획 및 변경. 다만, 

제2조제1호 바목의 설치공

사계획 및 변경을 제외한다.

해당 없음

2. 열수송관 가. 지름 400밀리미터 이상의 것

의 설치공사계획

가. 지름 400밀리미터 미만인 것의 설치

나. 지름 400밀리미터 이상인 것의 변경

다. 지름 400밀리미터 미만인 것의 변경으

로서 승인(또는 변경승인)된 지름 또는 

길이의 100분의 20 이상의 변경

라. 설치된 지름 400밀리미터 이상인 것의 

교체

3. 순환펌프 가. 설치공사계획 가. 승인(또는 변경승인)된 용량의 100분의 

20 이상의 변경

(4) 사용전 검사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3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공급시설의 설치

공사나 변경공사를 한 경우 (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기, 

(ⅱ)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의 대상이 되는 열공급시설을 제외한 공사의 공정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검사를 받아 합격하여야 공급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ⅰ) 

60) 공사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급시설에 대해서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별표 4]에서 

정하고 있다.



128 지하라이프라인의 안전관리규제체계에 관한 법제 연구

재해복구공사 기타 긴급을 요하는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의한 열공급시설, (ⅱ) 제2

조제1호 바목 및 동조제2호 다목의 시설, (ⅲ) 시험을 위하여 일시 사용하는 열공급시설, 

(ⅳ) 다른 열공급시설을 시험하기 위하여 특별히 사용할 필요가 있어 일시 사용하는 열공

급시설의 경우에는 사용전 검사를 받을 필요 없이 자체검사만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전 검사의 대상이 되는 공급시설은 

검사대상이 되는 공급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정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전 검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는 시설 외에는 모두 사용전 검사의 대상이 

된다. 즉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전 검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공급시설

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와, 자체검사를 한 후 사용할 수 

있는 열공급시설이며, 그 밖에 공급시설은 사용전검사를 거쳐야 한다.

%�0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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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기61)

- 자체검사의 대

상이 되는 열

공급시설

- 재해복구공사 기타 긴급을 요하는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의한 열공급시설

- 열원시설로서 기타 열의 생산과 관련이 있는 시설 및 열수송시

설로서 기타 열의 수송 또는 분배와 관련이 있는 시설

- 시험을 위하여 일시 사용하는 열공급시설

- 다른 열공급시설을 시험하기 위하여 특별히 사용할 필요가 있

어 일시 사용하는 열공급시설

따라서 사용전 검사 및 자체점검의 기준과 방법에 대해서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

칙｣ 제34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검사기준은 열공급시설이 기술기준에 적합

한지이고, 검사방법은 열원시설과 열수송시설을 구분하여 열공급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검사방법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6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의6에서는 구체적으로 검사대상기기에 대해 정하고 있고,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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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기검사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3조제3항에 사업자는 공급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산업통

상자원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

31조에 “정기검사의 대상이 되는 열공급시설은 사업자가 운용․유지하는 열공급시설로

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기는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 검사의 주체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되며, 동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본 정기검사의 권한을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에게 위탁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자는 공급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1

년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ⅰ)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ⅱ) 비상시에 대비한 열공급시설로서 사용되는 상황에 비추어 정기적으로 

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에너지공단이 유효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

도록 정하고 있다. 

� � ������ ����

보일러

강철제 보일러, 

주철제 보일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최고사용압력이 0.1MPa 이하이고, 동체의 안지름이 300미리미터 이하

이며, 길이가 600미리미터 이하인 것

2. 최고사용압력이 0.1MPa 이하이고, 전열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인 것

3. 2종 관류보일러

4. 온수를 발생시키는 보일러로서 대기개방형인 것

소형 온수보일러
가스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가스사용량이 17kg/h(도시가스는 232.6킬로와

트)를 초과하는 것

압력용기
1종 압력용기, 2종 

압력용기
별표 1에 따른 압력용기의 적용범위에 따른다.

요 로 철금속가열로 정격용량이 0.58MW를 초과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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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확인점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4조는 공급시설에 대한 확인점검을 정하고 있다. 이 때의 확인

점검의 주체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공급시설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물건을 확인점검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동조 제24조 각호에서 “확인점검을 

할 수 있는 경우는 (ⅰ) 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을 할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ⅱ) 집단에너지시설 기술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ⅲ) 공급시설의 임시사용을 허용할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ⅳ) 집단에

너지시설의 개선․교체,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이나 공급중지 명령을 할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ⅴ) 그 밖에 공급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

요한 경우”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집단에너지사업법｣은 공권력의 주체가 시행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

한 “점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바,62) 확인점검은 행정청의 직권사항이므로, 사업

자는 적극적인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인의무를 지는 데 불과하다. 일반적으로 법령

에서 점검이라는 용어는 검사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사용되는바, 검사는 국가에 의해 강제

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주로 사용되는 반면, 점검이라는 용어는 주로 사업자의 자율적

인 활동을 요구하는 경우 더 많이 사용된다는 측면에서 용어선택에 주의를 필요로 한다

고 하겠다.

62) 실제 현행법에서 확인점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법률은 ｢집단에너지사업법｣ 밖에 없다. 점검이라는 용

어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따라 건설업자등에게 부여되는 안전점검의무,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의2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여된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점검의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에 따라 시설의 장에

게 부여된 점검의무 등 국민에게 스스로 관리할 의무를 부여하는 법률이 대다수인 반면, ｢전기사업법｣ 제66조의2

에서 정하는 바처럼 시설운영자등에게 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기도 하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9조처럼 광고물 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에게 시장이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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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 결

열공급시설에 의한 지하라이프라인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2018년 1월 서울에너지공사

가 관리하는 서울 노원구와 중랑구의 난방배관이 터지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2월 23일에 

경기도 성남 분당구 서현동 지하에 매설된 열수송관이 파열되면서 주민들에게 난방공급

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처럼 지하에 매설된 열공급시설 등으로부터 사고가 

발생하게 된 원인으로 20-30년 이상 노후화된 열공급시설들이 배관교체공사를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집단에너지사업법｣은 에너지절약과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에 이바지하는 집단

에너지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집단에너지시설의 설치․유

지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이와 같이, 

열공급시설의 지하라이프라인에 대한 사전안전규제와 관련하여 집단에너지시설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기술기준에서 일반측정장치(제5조), 안전을 위한 장치(제6조), 부하조절

장치(제7조), 열교환기 제어장치(제8조), 경보장치(제9조), 긴급정지장치(제10조), 배관(제

11조), 보호시설(제12조)에 대한 규정, 열공급시설에 대한 공사계획승인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고, 열공급시설의 사후규제제도로 사용전 검사, 정기검사, 확인점검을 통하여 

안전관리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4. %A�:2	�&	
�����	3"4*

(1) 개 관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과 전기통신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

여 전기통신사업의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동법 제2조제2

호에서 “전기통신설비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하여 기계․기구․선로 또는 그 밖에 전기통

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와 같이 전기통신사업, 기간통신사업,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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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 전기통신업무, 전기통신사업의 경쟁촉진 등을 영위하기 위

한 법률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통신시설에 지하라이프라인 안전규제에 관한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제시하

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동법 제62조상의 “전기통신설비 설치의 신고 및 

승인”, 제64조상의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제68조상의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 

등과 관련된 공동구 또는 관로 등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을 분석한다. 

(2)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시 규제 - 신고․확인 및 접속명령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5호에 “자가전기통신설비란 사업용전기통신설비 외의 것으

로서 특정인이 자신의 전기통신에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이처럼 ｢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제1항에서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

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

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조제3항에서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는 그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사용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65조제1항에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는 그 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치한 목적에 어긋나게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예외적으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설치 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ⅰ) 경찰 또

는 재해구조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하여금 치안 유지 또는 긴급한 재해구조를 위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 (ⅱ)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자와 업무상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간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전기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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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법｣은 자가전기통신설비에 관한 규제와 관련하여 사업용전기통신설비에 비하여 완

화된 규제를 마련하고 있다. 왜냐하면 동법 제65조제1항 “목적외 사용의 제한”에 관한 

규정에서,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자가 다른 통신과 매개할 경우에 전기통신 환경에 혼란

을 초래하여 제3자인 국민들에게 전기통신의 자유를 침해를 야기하기 때문에 “원칙적으

로 금지와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네거티브 규정을 통하여 보다 완화된 규제

를 마련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사업법｣ 제66조제1항 본문규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은 전시․사변․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전기통신업무나 그 밖에 중요

한 통신업무를 취급하게 하거나 해당 설비를 다른 전기통신설비에 접속할 것을 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상시의 통신의 확보”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즉, 동조 제2항에

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도

록 정하고 있다. 

(3) 전기통신설비 설치의 신고 및 승인

｢전기통신사업법｣ 제62조제1항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중요한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

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새로운 전기통신기술방식에 의하여 최초로 설치되는 전기

통신설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동법 시행령 제51조의2에서 “법 제6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중요한 전기통신설비를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중요 전기통신설비의 설치신고서 또는 변경신

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ⅰ)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 명세서

(통신망 구성도를 포함한다), (ⅱ) 전기통신설비의 보안 대책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어서 동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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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2제2항에서 “법 제6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설치되는 전기통신설비의 설치승인을 

받으려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설비 설치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

한다)에 사업계획서, 전기통신설비의 보안 대책, 해당 전기통신설비의 국내외 규격 등 기

술 동향, 해당 전기통신설비의 국내외 연구개발 현황, 협정서(국내외 다른 사업자와 공동

으로 설치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기통신사업법｣ 제62조제1항에서 기간통신사업자가 중요한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신고를 받도록 하거나, 새로운 

전기통신기술방식에 의하여 최초로 설치되는 전기통신설비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입법취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국민의 삶

에 영향을 미치는 통신설비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새로운 전기통신기술의 도입에 대하여 

사전에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다.

(4)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 등과 관련된 공동구 또는 관로 등의 설치 규제

｢전기통신사업법｣ 제68조제1항에서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철도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산업입지 및 개발

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공항시설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항구역,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부지에 해당하는 

시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하

는 중소기업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 ｢관광진흥법｣에 따라 조성하는 관광지 또는 관광

단지,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관로)등을 설치하거나 조성하는 자(이하 “시설 설치자”라 

한다)는 전기통신설비를 수용할 수 있는 공동구 또는 관로 등의 설치에 관한 기간통신사

업자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기간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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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서 동법 제68조제3항에서 “설치된 공동구 또는 관로 등의 제공에 관하여는 제35

조, 제44조(같은 조 제6항은 제외한다) 및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제4항에 “시설설치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의견을 반

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해당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조제5항에서 “시설설치

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의견을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기간통신사업자

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조정 요청을 받아 조정을 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동조제6항).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에 관한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의 설비상황․장부 또

는 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 설비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고, 이 법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제거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명할 수 있다(｢전

기통신사업법｣ 제82조제1항 및 제2항). 

(5) 소 결

앞에서도 적시한바와 같이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 기간통신사업, 별정통신

사업 및 부가통신사업, 전기통신업무, 전기통신사업의 경쟁촉진 등의 영위하기 위한 입법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예컨대, ｢전기통신사업법｣은 제64조제1항․제3항 및 제66조의 규정에서 자가전기통신

설비의 설치 규제와 관련하여 주된 설비 신고제도와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완료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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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의 확인 및 비상시 통신의 확보를 위하여 자가전기통신 설비설치자로 하여금 

접속명령을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더욱이 동법 제65조제1항에서 자가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로 하여금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치한 목적에 어긋나게 

운영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그 설치 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

는 범위에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경찰 또는 재해구조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하여금 치안 유지 또는 긴급한 재해구조를 위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 자가전기통

신설비의 설치자와 업무상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간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에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제62조제1항에서 “전기통신설비 설치의 신고 또는 승인”에 관

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바, 구체적으로 기간통신사업자가 중요한 전기통신설비를 설치

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신고를 하도록 하거나, 새로운 전기

통신기술방식에 의하여 최초로 설치되는 전기통신설비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른 한편,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 등과 관련된 공동구 또는 관로 등의 설치 규제와 

관련하여 공동구 또는 관로 등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과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에 대한 

설비상황․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지하에 매설되는 통신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규제체계

가 마련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으나, 전기통신설비 설치의 신고 또는 승인규

정,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 등과 관련된 공동구 또는 관로 등의 설치 규제에 관한 규정

을 마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규제로 신고․확인 및 접속명령

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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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설물의 개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적정한 유지관리

를 통하여 재난과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성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와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적용되는 부문과 관련하여 시설물의 

개념에 포섭되어야만 동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동법 제2조제1호

에서 “시설물이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교량․터널․항만․댐․건축물 등 구조

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제7조 각 호에 따른 제1종시설물, 제2종시설물 및 제3종시설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동법 제7조제1호에서 “제1종 시설물은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로서 (ⅰ) 고속철도 교량, 연장 5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ⅱ) 고속철도 

및 도시철도 터널,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터널, (ⅲ) 갑문시설 및 연장 1000

미터 이상의 방파제, (ⅳ)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ⅴ)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ⅵ) 하구둑, 포용저

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ⅶ)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정하고 있다. 

이어서 동법 제7조제2호에서 “제2종시설물: 제1종시설물 외에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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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장 1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ⅱ)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

도 도로터널 및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철도터널, (ⅲ) 연장 500미터 이상의 방파제, 

(ⅳ) 지방상수도 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ⅴ)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ⅵ) 포용저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ⅶ) 1일 공급

능력 3만톤 미만의 지방상수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7조제3호에서 제3종시설물에 대하여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에 안

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시설물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제1종시설물, 제2종시설물, 제3

종시설물에 대한 부문을 정하고 있고,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 1]에 

구분하여 정하고 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

�  � �1'�4� �2'�4�

1. 교량

  가. 도로교량 1)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 사

장교, 아치교 및 트러스교

인 교량

2) 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의 교

량(한 경간 교량은 제외한다)

3)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4) 폭 12미터 이상이고 연장 500

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1) 경간장 50미터 이상인 한 

경간 교량

2)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

는 교량으로서 연장 100미

터 이상의 교량

3)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

는 복개구조물로서 폭 6미

터 이상이고 연장 1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나. 철도교량 1) 고속철도 교량

2) 도시철도의 교량 및 고가교

3) 상부구조형식이 트러스교 및  

아치교인 교량

4)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교량으로서 연장 100미터 이

상의 교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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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터널

  가. 도로터널 1)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2) 3차로 이상의 터널

3) 터널구간의 연장이 5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1)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

는 터널로서 고속국도, 일

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

시도의 터널

2)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

는 터널로서 연장 300미터 

이상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3)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

는 지하차도로서 터널구간

의 연장이 1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나. 철도터널 1) 고속철도 터널

2) 도시철도 터널

3)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

에 있는 터널

3. 항만

  가. 갑문 갑문시설

  나. 방파제, 파제제 및 호안 연장 1천미터 이상인 방파제 1)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

는 방파제로서 연장 500미

터 이상의 방파제

2) 연장 500미터 이상의 파제제

3) 방파제 기능을 하는 연장 

500미터 이상의 호안

  다. 계류시설 1) 20만톤급 이상 선박의 하

역시설로서 원유부이(BUOY)

식 계류시설(부대시설인 해

저송유관을 포함한다)

1)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

는 원유부이식 계류시설로

서 1만톤급 이상의 원유부

이식 계류시설(부대시설인 

해저송유관을 포함한다)

2) 말뚝구조의 계류시설(5만톤

급 이상의 시설만 해당한다)

2)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

는 말뚝구조의 계류시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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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1만톤급 이상의 말뚝구

조의 계류시설

3) 1만톤급 이상의 중력식 계

류시설

4. 댐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

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

상의 용수전용댐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댐으로서 지방상수도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

수전용댐

5. 건축물

  가. 공동주택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1)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

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2)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3)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1)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

는 건축물로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

상의 건축물

2)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

터 이상(각 용도별 시설의 합

계를 말한다)의 문화 및 집회

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

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

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

숙박시설 및 관광 휴게시설

3)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

는 철도 역시설로서 고속철

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4)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

는 지하도상가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



제3장 지하라이프라인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제 분석 141

�  � �1'�4� �2'�4�

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

한다)

6. 하천

  가. 하구둑 1) 하구둑

2) 포용조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방조제로서 포용조수량 1천만

톤 이상의 방조제

  나. 수문 및  통문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는 국

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

1)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

는 수문 및 통문으로서 국

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

2)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에 있는 지방하천의 

수문 및 통문

  다. 제방 국가하천의 제방[부속시설인 통

관(��) 및 호안(��)을 포

함한다]

  라. 보 국가하천에 설치된 높이 5미

터 이상인 다기능 보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보로서 국가하천에 설치된 다

기능 보

  마. 배수펌프장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는 국

가하천의 배수펌프장

1)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

는 배수펌프장으로서 국가

하천의 배수펌프장

2)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에 있는 지방하천의 

배수펌프장

7. 상하수도

  가. 상수도 1) 광역상수도

2) 공업용수도

3)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방상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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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도로”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교량의 “최대 경간장”이란 한 경간에서 상부구조의 교각과 교각의 중심선 간의 거리를 경간장으로 정의

할 때, 교량의 경간장 중에서 최댓값을 말한다. 한 경간 교량에 대해서는 교량 양측 교대의 흉벽 사이를 

교량 중심선에 따라 측정한 거리를 말한다.

3. 교량의 “연장”이란 교량 양측 교대의 흉벽 사이를 교량 중심선에 따라 측정한 거리를 말한다.

4. 도로교량의 “복개구조물”이란 하천 등을 복개하여 도로의 용도로 사용하는 모든 구조물을 말한다.

5. “갑문, 방파제, 파제제, 호안”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2)에 따른  외곽시설을 말한다.

6. “계류시설”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4)에 따른 계류시설을 말한다.

7. “댐”란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저수지․댐을 말한다.

8. 위 표 제4호의 용수전용댐과 지방상수도전용댐이 위 표 제7호가목의 제1종시설물 중 광역상수도․공업

용수도 또는 지방상수도의 수원지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표 제7호의 상하수도시설로 본다.

9. 위 표의 건축물에는 그 부대시설인 옹벽과 절토사면을 포함하며, 건축설비,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및 

전기설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0. 건축물의 연면적은 지하층을 포함한 동별로 계산한다. 다만, 2동 이상의 건축물이 하나의 구조로 연결

된 경우와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가 연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11.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용도별 분류를 따른다. 

12. 건축물 중 주상복합건축물은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 본다.

�  � �1'�4� �2'�4�

  나. 하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1일 최대처

리용량 500톤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8. 옹벽 및 절토사면 1)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

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옹벽

2) 지면으로부터 연직(��)높

이(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 

상단으로부터의 높이) 30

미터 이상을 포함한 절토

부로서 단일 수평연장 100

미터 이상인 절토사면

9. 공동구 공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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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일반철도역사, 공항청사, 항만여객터미널을 말한다.

14. “철도 역시설”이란 ｢철도건설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역 시설(물류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

만, 선하역사의 선로구간은 연속되는 교량시설물에 포함하고, 지하역사의 선로구간은 연속되는 터널시

설물에 포함한다.

15. 하천시설물이 행정구역 경계에 있는 경우 상위 행정구역에 위치한 것으로 한다.

16. “포용조수량”이란 최고 만조(��)시 간척지에 유입될 조수(��)의 양을 말한다.

17. “방조제”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7조,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 ｢방조제 관리

법｣ 제2조제1호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방조제를 말한다.

18. 하천의 “통문”이란 제방을 관통하여 설치한 사각형 단면의 문짝을 가진 구조물을 말하며, “통관”이란 

제방을 관통하여 설치한 원형 단면의 문짝을 가진 구조물을 말한다.

19. 하천의 “다기능 보”란 용수 확보, 소수력 발전 및 도로(하천 횡단) 등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갖는 

보를 말한다.

20. “배수펌프장”이란 ｢하천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배수펌프장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배수장을 말하며, 빗물펌프장을 포함한다.

21. 동일한 관리주체가 소관하는 배수펌프장과 연계되어 있는 수문 및 통문은 배수펌프장에 포함된다.

22. 위 표 제7호의 상하수도의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및 지방상수도에는 수원지시설, 도수관로․송수관

로(터널을 포함한다), 취수시설, 정수장, 취수․가압펌프장 및 배수지를 포함하고, 배수관로 및 급수시

설은 제외한다.

23. “공동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를 말하며, 수용시설(전기, 

통신, 상수도, 냉․난방 등)은 제외한다.

(2) 시설물의 안전관리

시설물의 안전관리제도와 관련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 등과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등과 관련

하여 “시설물의 중대한 결합통보”, “긴급안전조치”,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에 관한 규

정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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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의 실시시기(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 및 제28조제2항 관련 [별표 3])>

비고

1. “안전등급”이란 제12조 및 별표 8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말한다.

2. 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부터 최초 안전등급이 지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에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은 반기

에 1회 이상 실시한다. 

3. 제1종 및 제2종 시설물 중 D․E등급 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은 해빙기․우기․동절기 전 각각 1회 이

상 실시한다. 이 경우 해빙기 전 점검시기는 2월․3월로, 우기 전 점검시기는 5월․6월로, 동절기 전 

점검시기는 11월․12월로 한다.

4. 공동주택의 정기안전점검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에 대하여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으로 

갈음한다.

5.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구조형태의 변경으로 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구조형태의 변경에 따른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3년 이내(건축물은 4

년 이내)에 실시한다. 다만,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6.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은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에 구조형태의 변경으

로 제1종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최초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말한다)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 이내

에 실시한다. 다만, 준공 및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후에 구조형태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1종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구조형태의 변경에 따른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다.

7. 최초로 실시하는 성능평가는 성능평가대상시설물 중 제1종시설물의 경우에는 최초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때, 제2종시설물의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

으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때에 실시한다. 다만, 준공 및 사용승인 후 구조형태의 변경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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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등급
반기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6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B․C

등급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D․E

등급

1년에 

3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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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하여 성능평가대상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을 실시하는 때에 실시한다.

8.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주기는 이전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날을 기준

으로 한다. 다만, 정밀안전점검 실시 주기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도 법 제12조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정밀안전점검의 실시 주기를 

정한다.

9.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완료일이 속한 반기에 실시하여야 하는 정기안전

점검은 생략할 수 있다.

10.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완료일부터 6개월 전 이내에 그 실시 주기의 마지막 날이 속하는 정밀안전점검은 

생략할 수 있다.  

11. 성능평가 실시 주기는 이전 성능평가를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12. 증축, 개축 및 리모델링 등을 위하여 공사 중이거나 철거예정인 시설물로서, 사용되지 않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의 실시를 생략하거나 그 시

기를 조정할 수 있다.

특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1항에서 “안전점검등을 실

시하는 자는 해당 시설물에서 시설물기초의 세굴()*), 부등침하(+,-.)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그 사실을 관리주체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서 “시설물기초의 세굴()*), 부등침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인정되는 시설물기초의 세굴, 교량교각의 부등침하, 교량받침의 파손, 터널지반의 부

등침하, 항만 계류시설 중 강관 또는 철근콘크리트파일의 파손․부식, 댐의 파이핑

(piping) 및 구조적 균열, 건축물의 기둥․보 또는 내력벽의 내력(/0) 손실, 하천시설물

의 본체, 교량 및 수문의 파손․누수․파이핑 또는 세굴, 시설물의 철근콘크리트의 염해

(1&) 또는 탄산화에 따른 내력 손실, 절토․성토 사면의 균열․이완 등에 따른 옹벽의 

균열 또는 파손, 그 밖에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결함으로

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결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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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동법 제23조제1항에서 “관리주체는 제22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

을 통보받는 등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 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3) 소 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1992년 창선대교 붕괴사고, 1994년 성

수대교 붕괴사고, 1995년 서울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발생으로 제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동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공사비 절감과 공기단축 위주의 경제성만을 고려한 시공만을 

추구한 나머지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소홀했다는 측면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안전관리제도를 분석해 보

면, 교량, 터널, 항만, 댐, 고속철도,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등의 제1종 시설물, 제2종 시설물, 제3종 시설물에 해당되어야만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 등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지하라이프라인 관련 안전규제

와 관련될 수 있는 규정을 보면, 제22조제1항에서 시설물에서 시설물기초의 세굴, 부등침

하 등 중대한 결함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리주체나 시장․군수․구청장에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사용제한, 사용금지, 철거, 주민대피 등

의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지하라이프라인 관련 안전규제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분석하였으나, 지하에 매설된 전기설비, 가스배관, 

열공급시설 및 통신시설은 이 법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제1종시설물”, “제2종시설물”, “제

3종시설물”에 포섭할 수 없으며,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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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전기, 

가스, 열공급시설 및 통신시설인 라이프라인에 대한 사전예방-사후안전관리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으며, 지상에 건설공사를 통하여 완성된 교량, 

터널, 항만, 댐, 건축물 등에 대한 사전예방-사후안전관리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2. ｢
�3"=E2	=&	��)｣F	
�����	3"4*

(1) 개 관

지반침하(싱크홀) 사고의 최근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부터 2015년 6월말까지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경기, 부산, 광주, 울산, 경남 등 총 3,603건의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 서울 석촌동, 삼성동, 용산 등지에서 잇달아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하면서 지하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으며, 지반침하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손해가 증가하고 있어,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체계적 지하안전관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63) 이에 따라 지하안전에 관한 국가 및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지반침하위험도평가 제도 도입 등 사전․사후적 지하안

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2016년 1월 7일 법률 제13749호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

법｣을 제정하였고, 2018년 1월 1일에 시행하기에 이르게 되었다.64) 

63) http://www.law.go.kr/LSW/lsRvsRsnListP.do?lsId=012468&chrClsCd=010102&lsRvsGubun=all<인터넷홈페이지: 

2018년 7월 4일>

64) http://www.law.go.kr/LSW/lsRvsRsnListP.do?lsId=012468&chrClsCd=010102&lsRvsGubun=all<인터넷홈페이지: 

2018년 7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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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1) 지하시설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서 “지하시설물이란 상수도, 하수도, 전력

시설물, 전기통신설비, 가스공급시설, 공동구, 지하차도, 지하철 등 지하를 개발․이용하

는 시설물로서 ｢수도법｣ 제3조제5호의 수도, ｢하수도법｣ 제2조제3호의 하수도, ｢전기사업

법｣ 제2조제16호의 전기설비,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의 전기통신설비, ｢도시가스

사업법｣ 제2조제5호의 가스공급시설,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의 공급시설,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공동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사목의 지하도로(지하보행로를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3호라목의 지하광장, ｢도로법｣ 

제2조제1호의 도로,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의 도시철도시설, ｢철도건설법｣ 제2조제6

호의 철도시설, ｢주차장법｣ 제2조제1호의 주차장,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의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중 지하도상가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즉,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전기, 가스, 열공급시설 및 통신시설인 라이프라인에 대하여 

이 법의 지하시설물에 포섭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2)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장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동법 제6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65)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66)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65) 기본계획에는 중장기 지하안전관리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제도개선사항,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정책 및 기술 등의 연

구․개발에 관한 사항, 지하안전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66) 국토교통부 외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는 지하시설물(상수도, 하수도, 전력, 통신, 난방, 가스), 지하구조물(공



제3장 지하라이프라인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제 분석 149

통보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6조제4항). 

이어서 동법 제7조 및 제8조에서 “시․도 및 시․군․구는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에 따

라 각각 관할 지역에 대한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기본계획 → 연도별 

집행계획 → 지자체 관리계획”으로 이어지는 지하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음을 발견

할 수 있다. 

3) 지하개발의 사전적인 안전관리

① 지하안전영향평가의 실시 및 사전공사의 금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1항에서 “조시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에너지개발사업, 항만, 도로․철도․항만․수자원․공항 등의 건설사업 중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67)을 하려는 지하개발사

업자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즉, 동법 제15조제1항에서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서 등

을 첨부하여 승인기관에 제출하고, 승인기관은 승인등을 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어서 동법 제16조제1항 및 제5항에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안전영향평가를 검토하고 승인기관에 협의 내용을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법 제17조제1항에 지하개발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협의 내용을 통보받았

을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고, 제18조제1항에서 지하개발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이 통보받은 협의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협의 내용을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동조제4항에

동구, 지하철, 지하보도, 지하차도, 지하상가, 지하주차장) 등과 관련된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

신부 등이 있다.

67)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이란 (ⅰ) 굴착깊이(공사 지역 내 굴착깊이가 다른 경우에는 최대 굴착깊이를 말한다)가 2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ⅱ) 터널(산악터널 또는 수저터널은 제외한다) 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을 말

한다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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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해당 사업계획 등의 변경된 내용이 지하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재협의를 요청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서 지하개발사업자가 지하안전영향

평가 관련 협의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공사를 금지하도

록 정하고 있다. 

②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동법 제20조제1항에서 지하개발사업자는 해당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착공한 후

에 그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 지하안전을 위하여 조치가 필

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즉 지하개발사업자는 사후지

하안전영향조사에 관한 조사서와 지하안전을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사실 및 조치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다(동법 제20조제2항). 

또한 지하개발사업자는 사업계획 등을 시행할 때에 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협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고, 승인기관은 장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지하개발사업자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지하개발사업자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동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

③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동법 제23조제1항에서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68)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

가를 실시하고,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에 관한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천재지변이나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68)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이란 굴착 깊이가 10미

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그 종류와 범위는 [별표 1]과 같다”라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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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지하시설물 공사(긴급복구공사)의 

경우에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정하고 있다. 즉 소규모 지하안

전영향평가는 지하안전영향평가보다 평가항목 및 방법 등이 간소화되어 있다는 점이 특

징이다.

<지하안전영향평가․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69)>

�  � �?50@A=

BCD 

�?50@A=

%E�?50@A�%

대 상

지하굴착 심도 

20m 이상 사업

(시행령 규정)

지하굴착 심도 

10m 이상 20미터 

미만인 사업

(시행령 규정)

지하굴착 심도 

20m 이상 사업

시 기
사업계획의 인가 또는 

승인 전

사업계획의 인가 또는 

승인 전
굴착공사 완료 후

실시자 지하개발사업자 지하개발사업자 지하개발사업자

평가자  전문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평가항목
공사내용

 지형 및 지질

공사내용

 지형 및 지질

굴착공사의 적정성

 지형 및 지반 영향

협의 또는 

제출기관
국토부장관 국토부장관

국토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

평가결과 활용 사업계획의 보정 사업계획의 보정
지하안전확보 및 

재평가

69)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4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정리하였고, 소규모 지하

안전영향평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3조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를 정리

하였으며,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는｢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0조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령｣ 제21조의 규정을 정리하였다.(https://sangnim.kr/285<인터넷홈페이지: 2018년 10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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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완공이후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의 안전관리

지하안전관리는 지하시설물의 설계 및 시공 단계 뿐 아니라 준공 후 유지관리 단계에 

이르기까지 시설물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하수위의 변화 등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변 여건이 설계 및 시공 당시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을 필요로 하

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장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의 안전관리

와 관련하여 지하시설물관리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시

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연 1회 이상 관할 구

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도록 정하고 있다

(동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관리 실태점검 결과 지반

침하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지하시설물관리자 및 해당 토지의 

소유자․점유자에게 통보하여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지하시

설물관리자에게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실시할 것을 명할 수 있다(동법 제34조제4항). 

이와 더불어 동법 제35조제1항에서 지하시설물관리자로 하여금 (ⅰ) 긴급복구공사를 

완료한 경우, (ⅱ)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ⅲ)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실시명령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반침하위험도평

가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고, 특히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를 검

토한 결과 지반침하의 위험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으로 지

정․고시하여 소속 직원과 지반침하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현지조사단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동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

특히,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지

하시설물에 의하여 지반침하가 발생하였거나 지반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 관계

인에게 관련 시설의 사용을 제한․금지하거나 보수․보강 또는 제거하는 등의 안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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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명령할 수 있으며,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안

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동법 제38조제1항 및 제3항).

마지막으로 지하시설물관리자로 하여금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보

수․보강 등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

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러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이에 대한 이행 및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동법 제40조제1항 및 제3항). 또한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

청장은 정비계획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하시

설물관리자는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동법 제40조제2항). 

<지하안전점검․지반침하위험도평가>70)

�  � �?50�1 �&F?GH�=


대 상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

시 기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지반침하 우려가 있는 때

실시자 지하시설물관리자 지하시설물관리자

평가자 지하시설물관리자 전문기관

평가항목  시설물 및 주요부재의 상태
공동유무

지하수 흐름

협의 또는 제출기관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

평가결과 활용 지반침하위험성 점검 중점관리대상 지정 및 해제

70) 지하안전점검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제1항․제2항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을 정리하였고, 지반침하위험도평가는 제34조제4항․제35조와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을 정리하였

다.(https://sangnim.kr/285<인터넷홈페이지: 2018년 10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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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 결

2014년 8월 송파구 방이동 먹자골목과 방산초등학교, 석촌동 지하철 9호선 공사구간 

도로 등에서 잇따라 지반침하(싱크홀), 2015년 6월 29일 제2롯데월드 인근 도로에서 지름 

60센티미터 지반침하(싱크홀) 발생을 시작으로 8월초까지 송파구 일대에만 5개의 지반침

하(싱크홀)가 발생, 2016년 3월 28일에 인천 중앙시장에서 지름 6미터, 깊이 5미터 가량의 

지반침하 발생, 2016년 7월 신천동 파크리오아파트 사거리 도로에서 지름 1ｍ, 깊이 2ｍ 

크기의 지반침하(싱크홀)가 발생, 2018년 대전 정부청사 인근 도로에서 2m, 세로 2m 깊

이 4m 지반침하(싱크홀)발생, 2018년 5월 29일 오전 6시 20분께 포항시 남구 해도동 한 

오피스텔 공사장 입구 인도에 가로 5ｍ, 세로 5ｍ, 깊이 1ｍ의 싱크홀이 발생, 2018년 

6월 1일 오후 4시 청도군 운문면 운문로 970번지 69호국지도 삼계3교 500m전에서 싱크

홀이 발생하였는바, 이곳의 산업용가스 관로를 매설하면서 발생 등 최근에도 계속 도심지

뿐만 아니라 시골지역에서 잇달아 지반침하(싱크홀)가 발생함에 따라 국민의 불안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최근에도 2018년 8월 31일에 서울 금천구 가산동 인근 도로에 대형 지반침하(싱크홀)

이 발생하여 주민 200여명이 긴급대피하게 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처럼 도심지역에

서 지반침하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 인적․물적인 피해가 천문학적으로 증가되기 때문

에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전기, 가스, 열공급시설 및 통신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의 필요

성이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는 요즘이다. 따라서 정부는 서울 석촌동, 삼성동, 용산 

등의 도심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를 

하기 위하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에도 적용하고 있다. 

특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분석해 보면, 동법 제1조 입법목적으로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하안전관리 기본

계획의 수립 등(동법 제6조), 지하개발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업계획의 인가 또는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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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지하굴착 심도 20m 이상 사업을 하기 위하여 지하안전영향평가를(동법 제14조), 지

하굴착 심도 10m 이상 20미터 미만인 사업을 하기 위하여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

아야 한다(동법 제23조). 그리고 굴착공사 완료 후 지하굴착 심도 20m 이상 사업의 경우

에는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 실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동법 제20조). 뿐만 

아니라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점검, 지반침하위험도평가, 

중점관리대상의 안전 확보를 위한 지정고시, 중점관리대상 정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지반침하로부터 위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 등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사전․사후안전관리 규제체계의 

문제점으로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의 대상에 관한 지하굴착심도 20

미터 이상인 사업이고,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은 지하굴착심도 10미터 이상 사업

만을 수행할 때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게 됨에 따라 1미터부터 10미터까지의 지하굴착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

다는 측면에서 이에 대한 공백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전기, 가스, 열공급시설 및 통신시설인 라이프라인의 

경우는 대부분이 1미터에서 10미터 이내에 설치되기 때문이다. 

또한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에 대한 안전점검과 관련하여 연 1회 이상 안전관리 실태

를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83조에서 육안조사를 연 1회 

이상, 공동조사를 5년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으로 1년에 2회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공동조사를 지하에 매설된 시설물에 따라 등급별로 2년, 3년, 5년

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최근 도심지등에서 연이어 지반침하(싱크홀) 사고가 발생하면서 지하시설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문제가 국민들로 하여금 관심이 계속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

서 정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지하안전에 관한 국가 및 지자체의 관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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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을 강화, 지하안전영향평가,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지하

시설물 및 주변 지반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점검, 지반침하위험도평가 등의 사전․사

후적인 제도를 마련했다. 즉,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전기, 가스, 열공급시설 

및 통신시설의 지하라이프라인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적인 의의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새로운 기술개발을 통한 지하안전관리

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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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도심지 지하에 전기, 가스, 열공급시설 및 통신시설 등을 매설하기 위하여

는 도로․토지․일반지하의 굴착단계에서 사전적으로 규제를 받게 된다. 먼저,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만 지하굴착행위를 할 수 있다. 둘째, 토지의 굴

착단계와 관련해서는 ｢건축법｣ 제40조에 따른 “대지안전”과 제41조에 “토지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의 근거를 삼아 허가권자로 하여금 굴착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셋째, 

일반지하의 굴착단계에서의 안전조치와 관련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조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로 하여금 지반 등의 굴착기 위험방지조치로 기울기, 

매설물에 대한 방호조치 등의 안전규제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법｣ 제114조에서 제61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로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

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과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지고, ｢도로법｣ 제117조제2항에서 

제61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도로법｣ 제117조제2항제3호(제6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마련

하지 아니한 자), 제5호(제62조제5항에 따른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참여 없이 굴착공사

를 시행한 자)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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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건축법｣은 제110조제8호에서 제40조제4항(손궤(��: 무너져 내림)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옹벽을 설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을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건축법｣ 제111조제5호에서 법 

제41조(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를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더욱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에서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24조제

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동시에 동법 제67조제1호에서 “제23조제1

항부터 제3항까지(사업주의 안전조치) 또는 제24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

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도로․토지․일반지하의 굴착단계에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위반한 자에 대한 행정형벌의 제재처분이 ｢도로법｣, ｢건축법｣, ｢산업안전

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정합성 있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지하 라이프라인에 관한 안전관리를 실효적으로 확보할 수 없다는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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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설비의 사용전 검사 이후의 안전검사 부재

전기설비 매설과 관련하여 ｢전기사업법｣ 제67조에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기술기준을 

고시하도록 정하고 있음에 따라 “전기설비기준” 제38조에서 지중선로는 차량, 기타 중량

물에 의한 압력에 견디고 그 지중선로의 매설표시 등 굴착공사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

록 시설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고사를 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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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전 검사”를 받아야 하고,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및 정기검사, 안전점검, 특별안전점

검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전기사업법｣ 제63조에서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는 산업

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사용전 검사”를 받아야 사용할 수 있고, ｢전

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서 “사용전 검사의 대상으로 법 제61조 및 법 제62조

에 따라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별표9] 제8호에서 지하에 매설된 송전․변전 및 배전설비에 

관한 공사 중에 지중선로 중 토목공사가 완성된 때, 송전․변전 및 배전설비 중 공사계획

에 따른 공사의 일부가 완성되어 그 완성된 설비만을 사용하려고 할 때, 전체공사가 완성

될 때에 사용전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처럼 ｢전기사업법｣ 제63조 및 ｢전

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는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용전검사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별표9]에서는 상세하게 전기설비 관

련 공사가 완성된 경우에만 사용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전기설비와 관련하여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사용

전 검사를 받고 난 이후에 20년 이상이 경과한 지하의 송전․변전 및 배전설비에 대하여 

안전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2) 전기설비의 안전관리기술기준의 지중선로의 안전관리 부재

현행 ｢전기사업법｣ 제67조제1항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

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

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조에는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발전․송전․변전․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시설하는 기계․기구․

댐․수로․저수지․전선로․보안통신선로 그 밖의 시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성능과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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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동기준 제2조제1항에 “전기

설비는 감전, 화재 그 밖에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줄 우려가 없도

록 시설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동조제2항에 “전기설비는 사용목적에 적절하고 

안전하게 작동하여야 하며, 그 손상으로 인하여 전기 공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시설하

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특히, 동기준 제38조제1항에 “지중전선로는 차량, 기타 중량

물에 의한 압력에 견디고 그 지중전선로의 매설표시 등으로 굴착공사로부터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제2항에서 “지중전선로 중 그 내부

에서 작업이 가능한 것에는 방화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동조제3항에서 

“지중전선로에 시설하는 지중함은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출입할 수 없도록 시설하

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기사업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설비의 안전관

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기술기준의 경우에는 동기

준 제2에서 안전원칙과 제38조에서 지중선로로의 매설표시나, 지중전선로 중 내부 작업

이 가능하도록 방화조치 및 지중전선로에 취급자 이외의 사람은 출입할 수 없도록 설치

되도록 하는 규정만을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기사업법｣상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

한 필요한 안전검사 관련 기술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전기사업법｣ 제67조에서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로 위임하고 있음에 따라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

한 안전검사 관련 기준을 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3) ｢도시가스사업법｣상 가스도매사업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충전사업자에 

대한 다수의 검사제도로 인한 중복성 문제

최근 ｢도시가스사업법｣은 노후화된 도시배관의 안전관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배관건

전성관리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적용대상으로 한국가스공사 소유 배관으로 매 5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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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 한 경우에는 최소 200만원에서 3,0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도시배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설치”,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협의 및 순회점검”, “도시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의 준

수”, “도시가스배관의 안전조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고, 사후안전규제제도로 수시

검사, 정기검사, 정밀안전진단, 안전점검 및 안전유지, 안전관리수준평가, 안전성평가 등

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가스사업법｣상 가스도매사업자(제조소, 정압기, 배관)는 6개월마다 자율

검사, 1년 마다 정기검사 및 안전관리규정 확인평가를 실시하고, 법 제26조에 다른 안전

관리규정의 준수상태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연도에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자는 정기검사를 면제받으며, 안전성평가는 제조소의 인수기지나 

저장탱크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일반도시가스사업자(제조소, 정압기, 배관) 및 도시가

스충전사업자도 6개월마다 자율검사와 1년마다 정기검사 및 안전관리규정평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고, 안전관리규정 준수규정상태가 우수한 사업자 및 동일 해에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자는 정기검사를 면제를 받으며, 안전관리수준평가는 선택적인 사항으로 평가를 받

아 우수한 경우에 정기검사 및 안전관리규정 확인 평가시기를 최대 3년 연장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으며, 정밀안전진단은 최초로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해부

터 20년이 되는 해 및 매 5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이처럼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하여 많은 

부담을 지우고 있는 ｢도시가스사업법｣은 도시가스의 폭발사고로부터 도시가스사용자 등

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시검사, 정기검사, 정밀안전진단, 안전관리수준평가, 안전

성평가, 배관건전성관리제도 등의 많은 검사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가스사업법｣상 가스도매사업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충전사업

자의 경우에 6개월마다 자율검사 및 1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부문을 격년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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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자율검사와 정기검사의 항목의 중복 문제

｢고압가스안전관리법｣도 ｢도시가스사업법｣과 유사하게 고압가스배관 보호제도를 규

정하고 있는바, 고압가스배관에 관한 정보지원, 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굴착공사의 

협의, 고압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의 준수, 고압가스배관의 안전조치에 관한 규정을 마련

해 두고 있고, 사후규제제도로 완성검사, 정기검사와 수시검사, 정밀안전검진, 자율검사

를 두고 있다. 

특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상 고압가스제조자에 대한 사후구제제도로 고압가스제조

자란 고압가스특정제조자, 고압가스 일반제조자, 고압가스충전자 및 냉동제조자로 구분

하여 완성검사, 정기검사와 수시검사, 정밀안전검진, 자율검사를 통하여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고압가스특정제조자 중 철강공업자는 6개월마다 자율검사와 2년마다 정

기검사를 받고 있으며, 철강공업자 이외의 사업자는 사업자가 자율검사와 4년마다 정기

검사 및 완성검사 후 15년 이후부터 2년 주기로 정밀안전검진을 받고 있다. 고압가스 일

반제조사업자(가연성․독성․산소)는 6개월마다 자율검사와 1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

고 있으며, 그 밖의 가스제조사업자는 6개월마다 자율검사와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고 

있다. 고압가스충전사업자(가연성․독성․산소)도 6개월마다 자율검사와 1년마다 정기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밖의 가스충전사업자는 6개월마다 자율검사와 2년마다 정기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냉동제조사업자(가연성․독성․산소)는 6개월마다 자율검사와 1

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독성가스 냉매로 냉동능력 500톤 이상 되는 가스는 

완성검사 후 15년 후부터 4년 주기로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냉동제조사업

자(불연성)는 6개월마다 자율검사와 2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냉난방용의 경

우에는 1년마다 자율검사와 2년마다 정기검사를 하고 있다.

따라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상 고압가스일반제조사업자(가연성․독성․산소), 고압

가스충전사업자(가연성․독성․산소), 냉동제조사업자(가연성․독성․산소)의 경우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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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마다 자율검사와 1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에 따른 많은 부담을 지우고 있

다는 점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으로 향후 자율검사에 대한 항목과 정기검사에 

대한 항목의 기능 조정을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이다.

(5) LPG 개별공급방식에서 소규모 저장탱크방식으로 전환시 안전규제 공백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하여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성과 편리성 향상을 위하여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

도록 하는 규정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 설치사업은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지역을 중심으로 소형저장탱크를 지하에 설치하여 각각의 가정이나 사용처에 배관을 연

결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도시가스배관”을 사용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지하에 매설되는 LPG 소규모 저장탱크가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매설하여 배관

을 통하여 공급하게 되는 경우에 도시배관과 유사하게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시공감리, 

배관보호 및 사후관리 등에 안전관리 규제제도가 공백이라는 점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

고 있음으로 인하여 이에 대한 법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6) 열공급시설에 관한 정기점검 시기 및 방법에 관한 규정 불비

｢집단에너지사업법｣은 열공급시설의 매설과 관련하여 적용되는바, 사전규제제도로 집

단에너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기술기준에서 일반측정장치, 안전을 위한 장치, 

부하조절장치, 열교환기 제어장치, 경보장치, 긴급정지장치, 배관, 보호시설에 대한 규정, 

공사계획승인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사후규제제도로 사용전 검사, 정기검사, 

확인점검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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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3조제3항에서 공급시설에 관한 안전규제와 관련하여 

정기적으로 받는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한 부문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산업통

상자원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기검사를 받게 되는 시기나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효기간”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서, ｢집단

에너지사업법｣의 경우에서 열공급시설을 지하에 매설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도시가스사

업법｣과 유사하게 “굴착에 관한 규정”이 공백이 상태이다.

따라서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3조제3항에서 공급시설에 관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

는 시기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정비를 필요로 하며, 지하에 매설되는 열공급시설에 대하

여도 “굴착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7) 지하에 매설되는 통신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규제체계가 공백

통신시설의 매설과 관련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적용되는바, 전기통신사업, 기간통

신사업, 별정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 전기통신업무, 전기통신사업의 경쟁촉진 등의 위

하여 입법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제64조제1항․제3항 및 제66조의 규정에서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규제와 관련하여 주된 설비 신고제도와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완료시에 시․도지

사의 확인 및 비상시 통신의 확보를 위하여 자가전기통신설비설치자로 하여금 접속명령

을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더욱이 동법 제65조제1항 “목적외 사용의 제

한”에서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로 하여금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치한 목적

에 어긋나게 운영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제62조제1항에서 “전기통신설비 설치의 신고 또는 승

인”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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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한편, ｢전기통신사업법｣ 제68조에서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 등과 관련된 공동

구 또는 관로 등의 설치 규제와 관련하여 공동구 또는 관로 등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71)

과 법 제82조에서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에 대한 설비상황․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

사하거나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 등에 관한 절에서 “공동구 또는 

관로 등의 설치에 관한 규정”과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는 자에 대한 설비상황․장부 또

는 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만을 마련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지하에 

매설되는 통신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규제체계가 공백이다.

3. ｢�:B�	3"	C	D
=E2	=&	��)｣F	
�2	[:\	"#, ��, >?@�:	C	
%A�:�	����2	Q&	3"4*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지하라이프라인 안전규제와 관련될 수 

있는 규정을 검토해 보면, 제22조제1항에서 시설물기초의 세굴, 부등침하 등 중대한 결함

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고, 관

리주체는 시설물의 사용제한, 사용금지, 철거, 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지하에 매설된 전기설비, 가스배관, 열공급시설 및 통신시설이 동법에 적용할 

수 있는 제1종 시설물, 제2종 시설물, 제3종 시설물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안전점

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수 없다.

71) 구체적으로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5조에서 “통신공동구 설치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25조제4항에 “통신공동구, 관로, 맨홀 등의 설치에 대한 세부기술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

를 정하여 고시한다”고 정하고 있다. 더욱이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

기준｣ 제46조(통신공동구의 설치기준), 제47조(관로 등의 매설기준), 제48조(맨홀 또는 핸드홀의 설치기준)에서 

통신공동구․관로 및 맨홀 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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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는 지하에 매설된 전기설비, 

가스배관, 열공급시설 및 통신시설인 라이프라인에 관한 사전․사후적인 안전규제제도

를 적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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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도심지에서 지속적으로 지반침하사고가 발생하고 있

음에 따라 이러한 지반침하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동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동법률에는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사전규제제도로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지하안전영향평가, 사후지하안전영향조

사,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사후규제제도로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의 안전관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지반침하위험도평가, 중점관리대

상의 안전확보를 위한 지정고시, 중점관리대상 정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규정을 입법화

하여 지반침하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전․사후안전규제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사전규제제도와 관련하여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사후지하안전영향평가의 대상은 지하굴착심도가 20미터 이상인 사업이고, 소규모 지

하안전영향평가 대상은 지하굴착심도가 10미터 이상인 사업을 수행할 때 지하안전영향

평가를 받게 됨에 따라 1미터부터 10미터까지의 지하굴착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하

안전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측면에서 10미터 이하의 굴착공사에서 대부분의 사

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문에 대하여 공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최근 도심지에서 지반침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의 전기, 가스, 열공급시설 및 통신시설의 지하라이프라인이 10미터 이내에 매설되는 경

우가 많기 때문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적용할 수 있는 지하안전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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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지하안전영향평가,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측면에서 10미

터 이하의 굴착공사시에 안전관리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5. # 	̀"#, ��, >?@�:	C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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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은 기존 도로․토지․일반지하의 굴착단계에서  

지하에 전기, 도시가스, 열공급시설 및 통신시설이 매설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위치정보관리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

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 도시가스, 열공

급시설 및 통신시설의 운영관리단계에서 지하라이프라인에 관한 이력정보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의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설치”,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에 관한 규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의 “고압가스배관에 대한 정보지원”, “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에 관한 규

정을 제외하고는 ｢전기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

법｣, ｢전기통신사업법｣의 경우에는 “위치정보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최근 정부는 서울의 석촌동, 삼성동, 용산, 부산, 대전, 포항 등의 도심지와 청도 등의 

지방에서 지반침하(싱크홀)가 발생하게 됨에 따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하였다. 즉,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는 법 제42조상의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

작”, 제43조상의 “지하정보통합체계의 구축․운영”, 제44조상의 “지하정보통합체계의 활

용지원”, 제47조상의 “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기

존의 전기, 도시가스, 열공급시설 및 통신시설인 지하라이프라인에 관한 위치정보관리에 

관한 부문”을 어떻게 관리하고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부문이 공백이다.

따라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기존의 전기, 도시가스, 열공급시설 및 통신시

설인 지하라이프라인에 관한 위치정보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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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서 “지하안전에 관한 기술 및 기준에 관

한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 동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지하안전에 관한 기술 및 기준

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즉 동조 제2항에 지하안전에 관한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이나 그 밖의 기업 기술개발비로 충당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동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서 “지하안전에 관한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

구․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로” “｢국공립 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참여하거나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기 위

하여 신고한 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

인인 연구기관,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정부출연연구기

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그 밖에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기관․협회․학회 등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로 정하

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지하안전에 관

한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해당 분야의 연구를 주관하여 연구․개발할 기관 또는 단체와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전기, 도시가스, 열공급시설 

및 통신시설인 지하라이프라인의 측정 장비 기술개발에 관한 것을 실질적으로 연구하여 

상용화하기보다는 지하안전에 관한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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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연구기관과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규정만으로는 10미터 이

상 지하시설물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개발을 하는데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실질적으로 전기, 도시가스, 열공급시설 및 

통신시설인 지하라이프라인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관련 기술개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

여 빠른 시일 내에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시설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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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지하 라이프라인을 전기, 가스, 수도 등을 말하며, 각 분야마다 해당 법령이 존

재하고 있으며, 가스와 위험물질 등을 운반하는 라이프라인으로 260만 마일 이상이 미국 

전역에 걸쳐 지하에 매설되어 있다.72) 예컨대, 미국은 라이프라인을 통하여 매년 전기, 

천연가스, 수 억 배럴의 원유 등을 운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도 에너지 기반시설의 형태를 확장하고 있으며, 도심지 등의 

도처에서 라이프라인을 계획 없이 건설을 진행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지하에 매설된 라이

프라인 시설에서 피해 발생의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음에 따라 전기, 가스, 원유 라이프라

인의 붕괴로 인하여 개인의 생명과 신체 및 지역의 경제에도 막대한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처럼 미국도 지하 라이프라인의 피해 중 가장 큰 원인으로 “굴착으로 인한 피해”라

고 하나, 미국의 교통부 파이프라인 및 위험물질 안전청(The U.S. Department of Trans-

72) 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ors, “How States Protect Pipelines from Excavation Damage”, http://www.ncsl.

org/research/energy/how-states-protect-pipelines-from-excavation-damage.aspx<인터넷홈페이지: 2018년 6월 23일>; 

Deroy Murdock, “Keystone XL Would Swell U.S. Pipeline Coverage by ... 0.033 Percent”, 2014, https://www.national

review.com/corner/keystone-xl-would-swell-us-pipeline-coverage-0033-percent-deroy-murdock<인터넷홈페이지: 2018

년 6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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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ation’s Pipeline and Hazardous Materials Safety Administration: PHMSA)에 따르면, 

“부식 및 장치 고장”으로 인하여 더 많은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원인으로 부각되고 한다. 

예컨대, 교통부 파이프라인 및 위험물질 안전청은 2005년부터 2016년까지 굴착으로 피해

로 인하여 875건의 주요 파이프라인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그 875건의 사고 중에 40여건

이 국민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게 되는 사고였고, 166건의 피해가 병원에 입원하는 

사고라고 밝혔고, 이로 인한 재산적 피해가 3억 22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73)

특히, 미국 모든 주는 각 주만의 굴착피해방지법을 가지고 있으며, “One-Call Law” 또

는 “811 Law”이라고 불리고 있다. 굴착피해방지법은 굴착업자와 운영자 모두에게 구조

적 및 절차적 요구사항과 함께 필수적인 사항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각 주마다 특별 

요구사항과 집행의 수준은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즉, 다시 말하면, 미국의 지하 라이프

라인과 관련된 법은 각 주마다 다양하게 제정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주법은 여러 가지 

일반적인 구성요소를 공유하고 있어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지하라이프라인 관련 주법의 일반적인 구성요소는 해당 각 주에서 

제정한 피해방지법(The Damage Prevention Law)의 기초를 구성되어 있다. 미국의 각 주

의 굴착 피해방지법이 효과적으로 굴착 피해사고의 수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의회는 미국

교통부 파이프라인 및 위험물질 안전청에게 제한된 권한, 즉 피해방지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발생시킨 굴착업자를 법집행할 수 있도록 집행행위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즉, 파

이프라인 감독, 보호, 집행 및 안전법(2006)(The Pipeline Inspection, Protection, Enforce-

ment and Safety(PIPES) Act of 2006)은 교통부 파이프라인 및 위험물질 안전청에게 굴착

업자에 반하여 행정적 민사집행절차를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 권한은 

충분한 굴착 피해 집행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에 해당 주 내에서만 행사 가능하다고 한다. 

73) 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ors, “How States Protect Pipelines from Excavation Damage”, http://www.ncsl.

org/research/energy/how-states-protect-pipelines-from-excavation-damage.aspx<인터넷홈페이지: 2018년 6월 23일>; 

Pipeline and Hazardous Materials Safety Administration, Pipeline Incidents, The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s 

Pipeline and Hazardous Materials Safety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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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미국의 교통부 파이프라인 및 위험물질 안전청은 2015년 7월에 최종규칙(49 

CFR Parts 196 and 198)을 발표하였고, 각 주의 피해방지법 집행의 효과성을 평가 및 적

용하기 위한 안전청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2. 
�����	=j#=	- ^G�	k%�	l���	C	amB'	3"n

미국의 교통부 파이프라인과 위험물질 안전청은 연방규제기관으로 미국 내 지하 파이

프라인의 안전 감독을 시행하고 있으며, 개별 주로 하여금 연방규칙을 채택하도록 요구하

고 있다. 이와 관련 개별 주들은 연방규칙 또는 자체 규칙을 시행하여 소유하고 있는 파

이프라인의 집행상 책임을 지고 있다. 

<미국의 교통부 파이프라인 및 위험물질 안전청>74)

74) Pipeline and Hazardous Materials Safety Administration, PHMSA Organization, https://www.phmsa.dot.gov/about-ph

msa/offices<인터넷홈페이지: 2018년 6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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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j	)*

(1) 파이프라인 감독, 보호, 집행 및 안전법(연방법에 해당함)

파이프라인 감독, 보호, 집행 및 안전법(PIPES)은 지하파이프라인에 대해 피해방지노

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동법은 파이프라인과 위험물질 안전청에게 피해방지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피해방지기금(State Damage Prevention Grants)을 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즉 각 주는 자신에 맞는 주 피해방지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법률, 

규칙,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75)

이처럼 2008년 이후에 동법에 따라 주 피해방지기금으로 400만 달러를 주 내 30개의 

단체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기금수여자격은 주의 one-call 센터, 주 파이프라인 안전기관, 

주법 또는 주지사에 의해 설립된 기관이 될 수 있다.

또한 주피해방지기금은 파이프라인 감독, 보호, 집행 및 안전법에 따라 효과적인 피해

방지프로그램으로 9가지 구성요소를 강화하고 있다.76)

- 첫째, 운영자와 굴착업자 사이 의사소통을 강화

- 둘째,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지지와 파트너쉽을 형성

- 셋째, 위치 탐지를 위한 이행 방법을 운영자에게 권장함

- 넷째, 근로자 훈련에 파트너쉽을 권장함

- 다섯째, 공교육 내에 파트너쉽을 권장함

- 여섯째, 논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 집행기관의 역할을 규정함

- 일곱째, 공정하고 일관된 법 집행을 권장함

- 여덟째, 위치탐지 절차를 향상시키기 위한 과학기술의 이용을 권장함

75) Pipeline Inspection, Protection, Enforcement, and Safety Act of 2006, https://www.congress.gov/109/plaws/publ468/

PLAW-109publ468.pdf.pp.3-4.<인터넷홈페이지: 2018년 8월 23일>

76) https://www.congress.gov/109/plaws/publ468/PLAW-109publ468.pdf.pp. 3-4.<인터넷홈페이지: 2018년 6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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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홉째, 프로그램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자료 분석의 사용을 권장함

(2) 각 주의 State One-Call Laws의 일반적 내용

1) 기준(Standards)

미국의 대부분 피해방지법은 굴착업자와 운영자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바, 모든 

주의 피해방지법은 파이프라인 부근 굴착을 위하여 허용구간(Tolerance Zone)을 마련하

고 있는데, 허용구간을 통하여 굴착업자는 주의표시를 시행하여야 한다.77)

예컨대, 일반적으로 주의표시는 지하 공익시설의 깊이와 각 면의 18-24인치의 완충지

대를 구성해야 한다.78) 그리고 허용구간은 지하 공익시설의 외부 면적으로 결정되며 굴

착 장소의 표면에 페인트칠을 하거나 깃발로 표시하고, 예외적으로 각 주는 허용구간을 

취급하는데 차이가 있다.79) 또한 허용구간의 내부의 경우에는 많은 주들은 굴착업자로 

하여금 피해가 적게 발생하도록 굴착시도를 요구하고 있다.80) 예컨대, 몇몇 주들은 지하

에 공익시설의 위치를 정확히 결정하기 위하여 구멍테스트를 요구하며, 기계장비를 금지

하거나 특별한 굴착방법을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81) 

이에 따라 미국의 모든 주들은 법률이나 행정규칙을 통하여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

러한 법률이나 행정규칙은 운영자를 위해 추가적인 기준과 칼라로 설명하여야 한다.82) 

77) 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ors, “How States Protect Pipelines from Excavation Damage”, http://www.ncsl.

org/research/energy/how-states-protect-pipelines-from-excavation-damage.aspx#standards<인터넷홈페이지: 2018년 6

월 23일>

78) http://www.ncsl.org/research/energy/how-states-protect-pipelines-from-excavation-damage.aspx#standards<인터넷홈

페이지: 2018년 6월 23일>

79) http://www.ncsl.org/research/energy/how-states-protect-pipelines-from-excavation-damage.aspx#standards<인터넷홈

페이지: 2018년 6월 23일>

80) http://www.ncsl.org/research/energy/how-states-protect-pipelines-from-excavation-damage.aspx#standards<인터넷홈

페이지: 2018년 6월 23일>

81) http://www.ncsl.org/research/energy/how-states-protect-pipelines-from-excavation-damage.aspx#standards<인터넷홈

페이지: 2018년 6월 23일>

82) http://www.ncsl.org/research/energy/how-states-protect-pipelines-from-excavation-damage.aspx#standards<인터넷홈

페이지: 2018년 6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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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미국의 34개 주들은 미국 공공작업협회의 고정칼라코드(The American Public Works 

Association Uniform Color Code)를 채택하여 왔으며, 나머지 16개 주는 미국국내표준기

관(The American National Standars Institute)에 의해 채택된 고정칼라코드(The Univorm 

color Code)를 특정화하고 있다.83)

그러므로 연방법인 파이프라인 감독, 보호, 집행 및 안전법(PIPES)은 피해방지프로그

램의 중요한 일환으로서 지하 공익시설의 위치 탐사 장치를 위한 측정방법에 대해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2) 의무(Duties)

① 굴착업자의 통지(Excavator Notice)
84)

미국의 모든 주들은 굴착하기 전에 굴착업자로 하여금 지하 기반시설의 운영자에게 

프로젝트에 관한 통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굴착업자가 

One-call 센터에 전화를 해야 하며, 모든 지하 기반시설의 모든 운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다른 경우에는 굴착업자가 직접 운영자에게 연락을 취하여야 한다. 또 다른 경우에

는 2가지 모두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더불어 굴착업자는 굴착을 시작하기 전에 특정한 스케줄 내에 공익시설 운영자에

게 통지하여야 하며, 추가적으로 모든 주들은 굴착업자가 지켜야 하는 통지 계획을 법률

에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어, 37개 주와 콜롬비아 구역의 경우, 굴착하기 전에 최소 2일 

동안 통지를 해야 하는 반면에, 12개 주는 최소 3일 동안 통지를 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하와이의 경우, 통지는 굴착하기 전에 5일 동안 하도록 정하고 있다.

83) http://www.ncsl.org/research/energy/how-states-protect-pipelines-from-excavation-damage.aspx#standards<인터넷홈

페이지: 2018년 6월 23일>

84) http://www.ncsl.org/research/energy/how-states-protect-pipelines-from-excavation-damage.aspx#standards<인터넷홈

페이지: 2018년 6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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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운영자의 회신(Operator Response)
85)

지하기반시설을 운영하는 자들은 지하 공익시설의 위치를 탐지하고 표시해야 한다. 즉, 

굴착업자가 통지한 최소 기간 동안, 대부분의 주들은 운영자가 통지를 받은 후에 2일 동

안 공익시설에 표시하도록 요구하는 반면에, 11개 주들은 운영자로 하여금 공익시설에 

3일 동안 표시할 시간을 부여하며, 하와이의 경우에는 표시기간은 5일로 정하고 있다. 

미국의 여러 주들은 운영자에게 굴착업자와 표시기간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

며, 2일의 표시기간 후 굴착을 시작하기 전에 굴착통지에 회신을 하도록 하는바, 미네소

타 법률은 운영자가 굴착통지 후 4일 내에 회신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굴착업자로

부터 2일이라는 최소 통지기간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에 운영자를 위하여 

2일 기간의 표시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긍정적 회신(Positive Response)
86)

긍정적 회신은 일반적인 것은 아니라 one-call law 상 중요한 요소이다. 실무상, 긍정적 

회신은 계획된 굴착지역 내에 지하 공익시설이 위치하고 있는지 여부를 탐지하고 표시되었

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굴착 전에 굴착업자에게 회신하도록 하는 의사소통의 일환이다.

미국의 33개 주 내, 피해방지법은 그 표시가 긍정적 회신을 구성하고 있는바, 몇몇 주

들의 경우에 이러한 표시가 긍정적 회신의 유일한 형태이나 다른 주의 경우, 긍정적 회신

을 구성하는 특별한 단계가 있다. 예를 들어, 오하이오 주의 경우, 운영자는 지하 기반시

설의 존재 또는 부존재를 알려주기 위하여 굴착업자에게 직접 연락도록 정하고 있다.

85) http://www.ncsl.org/research/energy/how-states-protect-pipelines-from-excavation-damage.aspx#standards<인터넷홈

페이지: 2018년 6월 23일>

86) http://www.ncsl.org/research/energy/how-states-protect-pipelines-from-excavation-damage.aspx#standards<인터넷홈

페이지: 2018년 6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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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피해통지(Damage Notification)
87)

미국의 몬타나 주를 제외한 모든 주는 굴착업자가 지하 기반시설에 피해를 야기시킨 

경우에 운영자 또는 one-call 센터에 가능한 빨리 통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각 주의 피해방지법은 의사소통, 기준, 집행 등과 같은 구성요소를 

기반으로 분석 및 검토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주는 피해방지법 안에서 기준을 특별화 하

고 있으나 몇몇 주의 경우, 그 법은 기준을 특별화하지 않고 해당 산업 스스로 자신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3) 집행(Enforcement)
88)

각 주의 집행과 관련하여 미국 교통부 파이프라인 및 위험물질 안전청의 평가는 주법

에 근거로 삼아서 해당 주가 법을 집행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고, 각 주의 집

행자들은 위반자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처럼 많은 주들은 지속적인 위반에 대해 벌금을 중과하고 있고, 몇몇 주들은 법 위반

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 상해, 사망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상당히 많은 

민사적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예를 들면, 켄터키와 루이지애나 주의 경우에 첫 번째 법위

반의 경우,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추후 위반이 있는 경우 벌금이 중과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며, 여러 주들은 최고 10,000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벌금이 부과되며, 

다른 주의 경우, 10,000-25,000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다.

87) http://www.ncsl.org/research/energy/how-states-protect-pipelines-from-excavation-damage.aspx#standards<인터넷홈

페이지: 2018년 6월 23일>

88) http://www.ncsl.org/research/energy/how-states-protect-pipelines-from-excavation-damage.aspx#standards<인터넷홈

페이지: 2018년 6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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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o�2	=&	4pK	o�L1

(1) 지하파이프라인 안전검사를 위한 관련규칙

미국의 교통부 파이프라인 및 위험물질 안전청은 모든 지하에 매설된 천연가스저장시

설을 규율하는 연방기관으로 연방규칙 제191조와 제192조를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즉, 

연방규칙 제191조와 제192조는 2016년에 개정된 파이프라인 감독, 보호, 집행 및 안전법

에 법적근거를 가지고 있다.

미국의 교통부 파이프라인 및 위험물질 안전청은은 지하에 매설된 가스저장시설을 검

사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동 안정청에 의해 승인된 주 기관 역시 검사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한, 연방규칙 제191조에 따라 지하천연가스저장시설에 관한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4가지 유형의 보고서를 운영자에게 요구하고 있는바, 4가지 유형의 보고서는 연간보고서

(Annual Reports), 사고보고서(Incident Reports), 안전관련 상태보고서(Safe-Related Con-

dition Reports), 전국등록정보(National Registry Information)를 말한다.

먼저, 연간보고서는 운영자 정보, 시설위치, 우물정보, 시설운영정보를 구성되는데, 특

히, 가스저장규모와 압력, 우물의 깊이, 가스주입과 배출률, 시설의 안전관 관련한 유지정

보 등을 구성하고 있다. 둘째, 사고보고서는 사망, 심각한 인재, 재산상 피해, 천연가스 

3MMCF 이상의 예상치 못한 손실과 관련된 가스의 유출과 관련되어 있다. 셋째, 안전관

련 상태보고서는 우물 또는 저수지의 안전, 의존성, 및 완전성을 통합하는 조사결과를 

의미한다. 특히, 케이스와 관의 부식, 균열 또는 다른 물질의 결함, 비정상적인 환경 부하

(예를 들어, 지진, 홍수, 산사태, 유출), 과부하된 압력, 지하에 매설된 천연가스저장시설의 

구조적 완결성과 의존성을 통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전국등록정보는 운영자들이 

미국교통부 파이프라인 및 위험물질 안전청으로부터 운영자확인번호(The Operator Iden-

tification Number: OPID)를 소지하고 있는가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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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이프라인 안전규칙 제191조와 제192조

파이프라인 안전규칙 제191조는 파이프라인에 의한 천연 및 다른 가스의 운송; 연간보

고서, 사고보고서, 안전관련상태보고서 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파이프라인 안전규칙 191조 구성 및 내용>89)

89) Part 191 of PHMSA's pipeline safety regulations, 49 CFR 191 (2017).

�   ; �   �

제191.1조 범위(Scope)

제191.3조 정의(Definitions)

제191.5조
특정 사고에 대한 즉각적 통지

(Immediate Notice of Certain Incidents)

제191.7조 보고서 제출 사항(Report Submission requirements)

제191.9조 배급 시스템: 사고 보고서(Distribution System: Incident Report)

제191.11조 배급 시스템: 연간 보고서(Distribution Systems: Annual Report) 

제191.12조
배급 시스템: 기계적 결함 보고서

(Distribution Systems: Mechanical Fitting Failure Reports)

제191.13조

배급 시스템: 운송 파이프라인; 전송 또는 수집 시스템: 배급 

파이프라인(Distribution Systems reporting Transmission Pipelines; 

Transmission or Gathering Systems reporting Distribution Pipelines)

제191.15조

전송시스템; 수집 시스템; 액화 천연가스 시설; 지하 천연가스 

저장 시설: 사고보고서(Transmission Systems; Gathering Systems; 

Liquefied Natural Gas Facilities; and Underground Natural Gas 

Storage Facilities: Incident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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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파이프라인 안전규칙 제192조는 파이프 설계, 파이프라인 구성요소의 설계, 부

식관리사항, 유지, 가스전송 파이프라인 통합관리, 가스분배 파일프라인 통합관리 등에 

관한 부분을 나타내고 있다.

<파이프라인 안전규칙 192조 구성 및 내용>90)

90) Part 192 of PHMSA's pipeline safety regulations, 49 CFR 192 (2017).

�   ; �   �

제191.17조

전송시스템; 수집 시스템; 액화 천연가스 시설; 지하 천연가스 

저장 시설: 연간보고서(Transmission Systems; Gathering Systems; 

Liquefied Natural Gas Facilities; and Underground Natural Gas 

Storage Facilities: Annual Report)

제191.21조
정보수집에 관계된 OMB 제어 번호

(OMB Control Number assigned to Information Collection)

제191.22조
파이프라인과 액화 천연가스 운영자의 등록

(National Registry of Pipeline and LNG Operators)

제191.23조 안전관련 상태 보고(Reporting Safety-related Conditions)

제191.25조 안전관련 상태 보고서 작성(Filing Safety-related Condition Reports)

제191.29조 전국 파이프라인 지도 시스템(National Pipeline Mapping System)

�   ; �   �

제192.1조-제192.16조 일반(General)

제192.51조-제192.65조 물질(Materials)

제192.101조-제192.125조 파이프 설계(Pipe Design)

제192.141조-제192.203조 파이프라인 구성요소의 설계(Design of Pipeline Compon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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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하파이프라인을 위한 검사체계

1) 서 설91)

미국의 파이프라인과 위험물질 안전청은 위험물질 운송을 규율하는 연방법에 따라 파

이프라인과 다른 형태로 운반되는 위험물질의 위험으로부터 국민들과 환경을 보호하고

91)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Pipeline and Hazardous Materials Safety Administration, Inspection & En-

forcement, https://www.phmsa.dot.gov/regulatory-compliance/phmsa-enforcement<인터넷홈페이지: 2018년 6월 23일>

�   ; �   �

제192.221조-제192.245조 파이프라인 내 금속용접(Welding of Steel in Pipelines)

제192.271조-제192.287조
용접이 아닌 물질봉합

(Joining of Magerials Other Than by Welding) 

제192.301조-제192.328조
송전선과 주 전선의 일반적 공사 사항(General Construction 

Requirements for Transmission Lines and Maines)

제192.351조-제192.385조
고객 미터기, 서비스 담당자, 서비스 라인

(Customer Meters, Service Regulators, and Service Lines)

제192.451조-제192.491조 부식관리사항(Requirements for Corrosion Control)

제192.501조-제192.517조 테스트 사항(Test Requirements)

제192.551조-제192.557조 상향조정(Uprating)

제192.601조-제192.631조 운영(Operations)

제192.701조-제192.755조 유지(Maintenance) 

제192.801조-제192.809조 파이프라인 인사자격(Qualification of Pipeline Personnel)

제192.901조-제192.951조
가스전송 파이프라인 통합관리

(Gas Transmission Pipeline Integrity Management)

제192.1001조-제192.1015조
가스분배 파이프라인 통합관리

(Gas Distribution Pipeline Integrity Management(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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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한다. 따라서 파이프라인과 위험물질 안전청은 안전과 교육 훈련기준에 따라 준수여부

를 결정하는 검사와 집행 관리자를 두고 있고, 검사시설은 운송으로 위험물질을 공급하는 

시설 및 공장 등(위험물질을 재평가, 재건축, 수리 등)이다. 

즉, 파이프라인 운영자들은 안전규정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파이프라인과 위험물질 

안전청의 기대에 따라 안전, 신뢰, 환경적으로 시설의 건전한 운영을 하여야 한다.92)

��안전청의 위험물질 집행 준수93)

․ 독립 및 공동형식의 검사와 파트너십 형성

   - 선적자와 운반자 운송시설

   - 포장제조, 재평가, 수리와 재 조건하 된 시설들

   - 창고형 항구, 철도화물 조차장, 자동차 운반자와 비행기 창고 터미널

   - 화학 및 폭발 가능한 제조 공장

․ 위험물질 운송시스템, 절차, 과정상의 프로그램식 검사

․ 민사와 형사 집행 조사

․ 사고조사와 실패 분석

․ 다른 기관, 산업, 이해관계자와 교육활동

․ 긴급상황 대처

따라서 미국의 파이프라인과 위험물질 안전청은 철저한 집행체계를 실행함으로써 위

험물질 운송산업의 위반사항과 사고를 적절한 시기에 대처하고 실패 또는 미준수 사항을 

예방할 수 있다.94) 이에 따라 파이프라인과 위험물질 안전청은 위험물질 집행 프로그램

(The Hazardous Materials Enforcement Program)을 통하여 심각한 위반이 아닌 경우에 경

고장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95) 다만, 파이프라인과 위험물질 안전청의 수석변호인실

92) https://www.phmsa.dot.gov/pipeline/enforcement/enforcement-overview<인터넷홈페이지: 2018년 6월 23일>

93) https://www.phmsa.dot.gov/regulatory-compliance/phmsa-enforcement<인터넷홈페이지: 2018년 6월 23일>

94) https://www.phmsa.dot.gov/regulatory-compliance/phmsa-enforcement<인터넷홈페이지: 2018년 6월 23일>

95) https://www.phmsa.dot.gov/regulatory-compliance/phmsa-enforcement<인터넷홈페이지: 2018년 6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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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적절한 제재 즉, 위반 통지, 시정조치, 준수명령 등을 실행하고, 연방 위험물질 운송법

은 파이프라인과 위험물질 안전청으로 하여금 민사처벌로 250달러 이상 또는 50,000달러 

이하 또는 형사벌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96)

2) 위험물질 검사

위험물질 준수 및 집행 프로그램은 위험물질 집행실에 의해 수행되며, 파이프라인과 

위험물질 안전청의 행정가로부터 일반적 지시에 따른다.97) 위험물질 안전 현장운영 부서

는 규정준수 실행, 사건 또는 사고 대처, 조사, 안전수행, 법규 준수 등 운송의 안전성과 

보안을 확보하고, 운송되는 위험물질을 공급하는 시설들을 검사, 제조, 재평가, 재건축, 

수리, 재조건, 재검사 포장 등이다.98) 

3) 파이프라인 검사

파이프라인 안전 집행 프로그램은 파이프라인 안전규정을 감독 및 준수를 잘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며 운영자들이 안전청의 요구기준을 맞추고 있는지 확인한다.99) 파이프라인

과 위험물질 안전청의 검사 및 집행 직원 208명, 345명의 주 검사관들은 거의 3,000개의 

회사를 관리할 책임이 있다.100) 이 회사는 270만 마일 파이프라인, 148개의 액화 천연가

스 공장, 7,574개의 위험액화탱크 등을 운영하고 규제하고 있다.101)

96) https://www.phmsa.dot.gov/regulatory-compliance/phmsa-enforcement<인터넷홈페이지: 2018년 6월 23일>

97) https://www.phmsa.dot.gov/field-operations/overview<인터넷홈페이지: 2018년 6월 23일>

98) https://www.phmsa.dot.gov/field-operations/overview<인터넷홈페이지: 2018년 6월 23일>

99) https://www.phmsa.dot.gov/pipeline/enforcement/enforcement-overview<인터넷홈페이지: 2018년 6월 23일>

100) https://qz.com/930285/the-us-has-one-inspector-for-every-5000-miles-of-pipeline-or-twice-the-length-of-the-country-

each/<인터넷홈페이지: 2018년 6월 23일>

101) https://qz.com/930285/the-us-has-one-inspector-for-every-5000-miles-of-pipeline-or-twice-the-length-of-the-country-

each/<인터넷홈페이지: 2018년 6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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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스 운송 신뢰성 프로그램: 자동화 시스템

가스 운송 신뢰성 프로그램(The Gas Delivery Reliability Program)은 혁신적인 센서 시

스템으로 배송과 배급 파이프라인 상태를 발전시켰는데, 이 프로그램은 부식 결함, 부식

으로 갈라짐, 플라스틱 파이프 결함, 물리적 피해 지역, 가스물질, 가스 오염, 가스라인의 

제3자의 침범 등의 센서를 포함하고 있다.102) 

내부 검사 센서(In-line Inspection Sensors)는 원거리 통합 로봇 플랫폼/센터 처리의 부

분이며 Battelle's West Jefferson Pipeline Simulation Facility에 의해 시행된다.103)

�� 8개의 혁신적 센서 기술104)은 2004년 9월 13일에 시행됨

5) 자체신고제도(Self-Reports)

연방에너지 규제위원회 내 조사부서(The Division of Investigations)는 위원회가 담당하

는 법률, 규정, 규칙, 명령, 관세 위반을 조사하는바, 이러한 조사는 자체신고, 정보, 전화 

102) United State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Natural Gas Delivery, Storage & LNG Pipeline Inspection Tech-

nologies Demonstration Report (2004), p. 2.

103) United State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Natural Gas Delivery, Storage & LNG Pipeline Inspection Tech-

nologies Demonstration Report (2004), p. 2.

104) United State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Natural Gas Delivery, Storage & LNG Pipeline Inspection Tech-

nologies Demonstration Report (2004), pp. 2-3.

① Shear Horizontal Electromagnetic Acoustic Transducer

② Remote Field Eddy Current

③ Collapsible remote Field Eddy Current

④ Nondestructive Ultrasonic Measurement

⑤ Permanent Magnet Eddy Current

⑥ Multi-Purpose Deformation Sensor

⑦ Dual Magnetization MFL(Magnetic Flux Leakage)

⑧ Guided Wave Ultrason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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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통해 시작될 수 있으며 감독자, 다른 기관, 부서 등에 의하여 시작될 수 있다. 

이처럼 자체신고제도는 사용자가 스스로 위반한 사항에 대해 연방에너지 규제위원회

에 신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예컨대, 2012부터 2016년 사이에, 자체신고 접수는 약 470건

이 있었는데, 담당직원은 대다수의 자체신고에 대한 대단위의 조사가 필요 없다고 판단했

다.105) 그 이유는 자체신고에 따르더라도 물리적 피해가 없고 그 피해를 복구할 것을 회

사들이 동의한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한다.106) 따라서 자체신고제도는 자체적으로 신고가 

이루어지고 처리가 되는 경우에는 벌칙을 상당하게 경감해 주는 정책이기 때문에 위원회

에서도 자체신고제도를 권장하고 있다.107) 

5. ^G	q
rs	t�	
�	?u�:K	v��:	wxy
)

굴착업자로 인하여 여러 건의 파이프라인 치명적 고장이 발생하는 가운데, 연방의회는 

각 주가 효과적인 피해방지프로그램을 채택하도록 위임하였으며, 이러한 위임은 파이프

라인 감독, 보호, 집행 및 안전법상 9가지 구성요소를 따르고 있다.108) 

이에 따라 미국의 루이지아나 주 지하 공익시설과 편의시설 피해방지법(The Louisiana 

Underground Utilities and Facilities Damage Prevention Law)은 1988년에 의회를 통과하였

고 1992년, 1995년, 1999년, 2001년에 개정되었으며, Part VII of Chapter 8 of Title 40, 

and the Sections 40:1749.11 to 40:1749.26. Part VII는 지하 공익시설 및 편의시설에 관하

여 규정하고 있다. 

105) Office of Enforcement Federal Energy Regulatory commission Washington, D.C., 2016 Report on Enforcement 

(Nov. 17, 2016), p. 17.

106) Office of Enforcement Federal Energy Regulatory commission Washington, D.C., 2016 Report on Enforcement 

(Nov. 17, 2016), pp. 17-18.

107) Office of Enforcement Federal Energy Regulatory commission Washington, D.C., 2016 Report on Enforcement 

(Nov. 17, 2016), p. 18.

108) Louisiana Underground Utilities and Facilities Damage Prevention Law, http://www.dnr.louisiana.gov/assets/OC/pip

e_div/DamagePrevention/Statutes.pdf<인터넷홈페이지: 2018년 8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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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지하 공익시설과 편의시설 피해방지법상의 주요내용으로 목적, 정의, 굴착 

및 철거, 금지, 지방통지센터, 긴급굴착, 피해예방조치, 굴착 또는 철거: 피해복구, 지방자

치와 정부의 자발적인 참여, 벌칙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지하 공익시설과 편의시설 피해방지법>109)

109) http://www.dnr.louisiana.gov/assets/OC/pipe_div/DamagePrevention/Statutes.pdf<인터넷홈페이지: 2018년 8월 23일>

�  � �  �

1749.11 목적(Purpose)

1749.12 정의(Definitions)

1749.13 굴착 및 철거, 금지(Excavation and Demolition; Prohibitions )

1749.14 지방통지센터(Regional Notification Center)

1749.15 긴급 굴착(Emergency Excavation)

1749.16 피해예방조치(Precautions to Avoid Damage)

1749.17

굴착 또는 철거; 피해복구

(Excavation or Demolition; Repair of Damage)

1749.18

지방통지프로그램 참가자

(Participants of a Regional Notification Program)

1749.19

지방자치와 정부에 의한 자발적 참여(Voluntary Participation by 

Incorporated Municipalities and Parish Government))

1749.20 위반; 벌칙(Violations; Penalties)

1749.21 부칙(Miscellaneous Provisions)

1749.22 우선권(Preemption)

1749.23 집행; 민사벌칙부과(Enforcement; Levy of Civil Penalties)

1749.24

벌금 또는 민사벌칙의 징수 및 분배; 지하피해방지기금(Collection and 

Distribution of Fines or Civil Penalties; Underground Damages 

Prevention F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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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8	9

미국은 지하 라이프라인 안전관리 체계와 관련하여 위험물질과 파이프라인 검사체계

로 분리하여 시행하고 있다. 즉, 위험물질 안전 현장운영 부서는 규정준수실행, 사건 또는 

사고 대처, 조사 안전수행, 법규 준수 등 운송의 안전성과 보안을 확보하고 있으며, 파이

프라인 안전 집행 프로그램은 파이프라인 안전규정을 감독하고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

하여 운영자들이 안전청의 요구기준을 맞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특히, 가스 운송 신뢰성 프로그램은 혁신적인 센서 시스템을 통하여 배송과 분배 파이

프라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은 부식결함, 부식

으로 갈라짐, 플라스틱 파이프 결함, 물리적 피해 지역, 가스물질, 가스 오염, 가스라인의 

제3자의 침범 등의 센서를 포함하여 검사의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사용자가 스스로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연방에너지 규제위원회에 신고하

도록 “자체신고” 제도를 통하여 자체적으로 신고가 이루어지고 처리가 되는 경우에는 벌

칙을 상당하게 경감해 주는 정책으로 위원회에서도 자체신고를 권장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루지애나주의 경우에 지하 공익시설과 편의시설 피해방지법을 입

법화하여 굴착 및 철거, 금지, 긴급굴착, 피해예방조치, 지하피해방지기금 등에 관한 규정

을 통하여 지하 라이프라인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 

�  � �  �

1749.25

교통과 발전부; 준수(Department of Transportation and Development; 

Comp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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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지하라이프라인은 용어상 지하서비스(Underground Services)라고 지칭을 하고 

있으며, 지하서비스는 전기, 가스, 수도, 전기통신과 관련된 모든 지하 파이프, 케이블, 

장치 등을 말한다.110) 이와 더불어, 지하서비스는 석유 화학물질과 같은 다른 액체 등을 

운반하는 파이프라인을 포함하고 있으며, 철도터널과 같은 지하 구조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 

예컨대, 지하서비스의 손상과 관련된 사례를 보면, 전기케이블으로 인한 피해는 통상적

으로 아크전류의 폭발, 화재 또는 화염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고, 가스파이프와 연결된 

경우의 피해는 누출사고를 통한 화재 또는 폭발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와 달리 다른 

파이프라인의 경우로서의 피해의 위험은 운반되는 액체의 성질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바, 

가령, 화염가능성이 있는 액체와 가스의 경우, 화재와 폭발위험이 있고, 증가하는 압력으

로 인해 갑작스런 분출피해의 위험, 독성물질과 가스의 경우, 중독될 위험성, 유입된 가스

의 경우 등의 위험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전기통신 케이블과 TV 케이블의 경우의 피해는 

비싼 수리비와 시스템 붕괴의 원인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지하서비스의 손상은 

치명적이고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붕괴와 환경적 피해를 입힐 수 있음으로 

사전에 안전하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영국에서 지하서비스의 안전 및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보건안전청(The 

Health and Safety Executive)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동 기관은 작업장의 

건강, 안전, 복지를 신장, 규율, 집행하고 있다.111) 영국의 지하서비스 관련 법령으로 1996

110) Health and Safety Executive, “Avoiding Danger from Underground Services”, 2014, p.5.

111) Health and Safety Executive, http://www.hse.gov.uk/contact/authority.htm<인터넷홈페이지: 2018년 8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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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가스안전(관리) 규칙(The Gas Safety(Management) Regulations 1996), 1996년 파이프라

인안전 규칙(The Pipelines Safety Regulations 1996), 1991년 �도로와 인도 작업법(New 

Roads and Street Works Act 1991), 2002년 전기안전 품질과 유지 규칙(Electricity Safety 

Quality and Continuity Regulations 2002), 1947년 화재서비스법(Fire Services Act 1947), 

1974년 작업장 등 보건안전법(The Health and Safety at Work etc Act 1974), 2007년 건설

(설계와 관리)규칙(The Construction(Design and Management) Regulations 2007, 1989년 

장업장 전기규칙(The Electricity at Work Regulations 1989), 2013년 피해, 질병, 위험발생 

보고에 관한 규칙(The Reporting of Injuries, Diseases and Dangerous Occurrences Re-

gulations 2013) 등을 마련하고 있다.112)

이하에서는 영국의 지하서비스 개념, 유형, 기관, 관련 법제, 안전검사와 기록 등에 관

한 부문을 분석한다.

2. 
��;��	+zK	{
�;��	DS

(1) 지하서비스의 개념 및 피해 형태

1) 전기케이블(Electricity Cables)

영국에서 대부분의 전기서비스 케이블은 지역유통네트워크 운영자(Regional Distribu-

tion Network Operators) 가 소유 및 운영하고, 예외적으로 몇몇 케이블은 다른 기관 즉, 

고속도로 또는 도로 담당기관, 가로등, 전기발전회사, 전국송전선망, 국방부, 철도운영자, 

독립유통네트워크운영자, 기타 회사에서 소유 및 운영하고 있다.113) 

예컨대, 전기케이블로 인한 피해는 살아있는 케이블이 날카로운 물체로 인해 관통하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아크전류의 폭발, 화재 또는 화염에 의해 발생하여 피해는 케이블이 

112) Health and Safety Executive, “Avoiding Danger from Underground Services”, 2014, p.34.

113) Health and Safety Executive, “Avoiding Danger from Underground Services”, 2014,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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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체사이 내부 접촉에 따라 또는 피복된 금속 사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전도체 사이

에서 심각하게 파쇄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된다. 

2) 가스 파이프(Gas Pipes)

지하 가스파이프는 공공가스운반업체(Public Gas Transporters)에 의하여 운영되고, 예

외적으로 독립된 가스운송업체와 액화가스를 공급하는 부동산 소유자 또는 개인이 운영

한다.114) 이러한 경우에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정보를 제공한다. 

예컨대, 가스 파이프와 연결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2가지 유형이 있는바, 

첫째, 갑작스런 누수에 따른 피해, 둘째는 서서히 누수가 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이다. 

이러한 피해는 작업이 수행되거나 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를 들 수 있는데, 액화가스가 

더 무겁고 빠르게 퍼지지 않기 때문에 천연가스 폭발보다 사고의 위험성이 높다.

3) 전기통신 케이블(Telecommunication Cables)

전기통신과 TV케이블로 인한 피해는 고가의 수리비용을 발생시키며, 시스템에 기반으

로 하는 케이블의 상당한 파손을 발생시킨다.115) 그러나 개인적 피해 위험은 매우 낮다. 

특히, 화염가능성이 있고 독성가스는 케이블 운반 도관을 통해 유입 될 수 있는바, 이런 

경우에는 공간이나 맨홀 등에 축척될 수 있어 작업이 필요한 작업자에게 위험이 노출될 

수 있다.116)

4) 기타 파이프라인(Other Pipelines)

기타 지하파이프는 병원, 공항, 국방부, 대학, 연구센터, 화학, 원자력 그리고 다른 산업

적 장소에 설치되어 있다.117) 기타 파이프라인으로 발생하는 피해는 운반되는 액체의 특

114) Health and Safety Executive, “Avoiding Danger from Underground Services”, 2014, p.7.

115) Health and Safety Executive, “Avoiding Danger from Underground Services”, 2014, p.7.

116) Health and Safety Executive, “Avoiding Danger from Underground Services”, 2014, p.7.

117) Health and Safety Executive, “Avoiding Danger from Underground Services”, 2014,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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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따라 좌우되는바, 독성물질과 가스-중독위험, 질소와 아르곤과 같은 가스 유입-질식

위험이 있다. 

(2) 지하서비스 탐지서비스 및 탐지 유형

1) 탐지서비스(Detecting Services)

지하서비스 탐지서비스와 관련하여, 첫째, 데스크탑 연구, 둘째, 데스크탑 연구 및 장소 

조사, 셋째, 물리적 확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118) 구체적으로 첫째, 데스크탑 연구는 

지하서비스 소유자로부터 서비스를 요청하고 숙고하는 과정을 말하며, 해당 장소를 굴착

하거나 관통하는 모든 프로젝트를 위하여 수행되는 것을 말한다. 둘째, 데스크탑 연구 

및 장소 조사는 해당 장소의 물리적 조사를 위하여 데스크탑 연구를 통하여 정보를 사용

하는 것과 탐지장치를 사용하는 조사를 말한다. 셋째, 물리적 확인 단계는 해당 장소위치, 

깊이, 확인하기 위하여 시굴공을 통하여 지하서비스를 탐지하고 확인하는 단계를 밟는 

것을 말한다. 또한 파이프 또는 터널을 통하여 추적 장비를 통과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2) 탐지장치 또는 위치탐사장치의 유형(Types of Detecting Devices or Locators)

탐지장치 또는 위치탐사장치의 주요 유형은 Hum detectors, Radio frequency detectors, 

Transmitter/receiver instruments, Metal detectors, Ground probing radar,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이 있다.119) 

첫째, Hum detectors는 장치를 수신하는 것으로 전기케이블에 의해 발산되는 전기장을 

감지한다. 둘째, Radio frequency detectors는 장치를 수신하는 것으로 낮은 전파시그널에 

반응한다. 즉, 긴 금속파이프와 케이블이 재방사하는 경우인데, 전파감지가 사용되는 경

우, 다른 금속물체 즉, 버려진 파이프, 케이블은 시그널을 재방사하며 결과적으로 지하케

118) Health and Safety Executive, “Avoiding Danger from Underground Services”, 2014, pp.16-21.

119) Health and Safety Executive, “Avoiding Danger from Underground Services”, 2014, pp.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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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블 또는 파이프의 장소 및 깊이를 다양하게 인식한다. 셋째, Transmitter/receiver instru-

ments의 경우, 작고 휴대 가능한 송신기 또는 신호발생기는 케이블 또는 파이프와 연결될 

수 있거나 아주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어 신호를 인식할 수 있다. 수신기(Receivers)는 일

반적으로 작은 전차 탐지기로 이러한 신호를 탐지할 수 있다. 케이블 또는 파이프의 위치

는 미리 알아야 하며 송신기(Transmitters)는 적절히 배치될 수 있다. 직접연결은 요구되지 

않지만, 직접연결이 되는 경우, 정확성은 상당히 향상되어진다. 몇 몇 신호 발생기는 파이

프를 따라 전송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그 신호 발생기는 hum detectors와 Radio 

frequency detectors가 사용하는 기술이 성공하지 못한 상황에서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

다. 넷째, Metal detectors는 전통적인 탐지기로서 일반적으로 평평한 금속커버, 조인트박

스 등으로 찾아낼 수 있지만, 둥근 케이블 또는 파이프를 놓칠 여지가 있다. 다섯째, 

Ground probing radar는 땅속의 변칙물체를 탐지하는 방법인데, 이러한 변칙물체가 실선

상에 위치되어 있는 경우, 그것을 케이블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은 정확한 

특성을 결정할 수 없고 지하서비스에 가능한 정보를 지원할 수 있다. 여섯째,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는 새로운 서비스를 표시하거나 표를 붙이는데 사용하는 시스템이

다. 이 표시기는 특별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 및 그 서비스의 깊이와 함께 설계될 수 있으

며, 이러한 정보는 탐지기에 의해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의 정확성은 적합하게 

부착된 표시기에 따라 좌우된다.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는 새로운 서비스 작업에서 

자주 시행되기 때문에 기존 서비스 작업에서는 찾아보기 어려고, Radio frequency identi-

fication 표시기 시스템은 특별한 탐지 장치를 요구할 수 있으나 다른 것과 호환 또는 양립

되지 않는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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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보건안전청은 작업장 보건, 안전, 복지에 관한 향상, 관련 규정 및 집행과 산업

위험을 조사할 책임이 있는 기관으로 비정부 공공기관이다. 보건안전청은 1974년 작업장 

등 보건 및 안전법에 의해 설립하여 크고 작은 산업재해를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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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보건안전청의 감독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며, 조직의 근로환경 및 절차가 법적 

기준에 일치하는지를 점검하고 검사한다.

<보건안전청>120)

이사회

감사 및 위험 

인증 위원회

보수 및 국민 위원회

과학, 공학, 증거 

인증 위원회

경영 이사회

투자 및 내부기반시설

위원회

국민과 능력위원회

규제 위원회

기업 효율성 이사회

보건과 안전 위원회

세부화 된 경영 이사회

23이사회(Board) : 이사회 회원은 주무장관에 의해 임명된 비상임 이사들로 폭넓은 지

식, 기술, 경험이 있어야 한다. 이사회는 균형적인 3자 구성, 즉, 지방정부, 근로자, 

사용자 대표들로 구성하고, 이사회의 주요 책임은 보건안전청의 전략적 목표와 목적

을 설립하고 수행하는 일을 담당한다.121)

23감사 및 위험 인증 위원회(The Audit and Risk Assurance Committee: ARAC) : 감사 

및 위험 인증 위원회는 보건안전청에서 3명의 비상임 이사와 2명의 독립 외부회원을 

구성하고, 이 위원회의 주요 목적은 전략적 목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경제 행위, 

규제적 사항에 대해 이사회와 회계사무소에 자문을 담당한다.122)

120) The Health and Safety Executive Annual Report and Accounts 2016/17, http://www.hse.gov.uk/aboutus/reports/ar

a-2016-17.pdf. p. 41.<인터넷홈페이지: 2018년 8월 29일>

121) http://www.hse.gov.uk/aboutus/reports/ara-2016-17.pdf. p. 41.<인터넷홈페이지: 2018년 8월 29일>

122) http://www.hse.gov.uk/aboutus/reports/ara-2016-17.pdf. p. 43. <인터넷홈페이지: 2018년 8월 29일>



제4장 주요국의 지하라이프라인 안전관리 법제 분석 19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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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지하서비스와 관련된 직접적인 법령이 없기 때문에 지하서비스 관련 안전관리 

법제 분석에 대하여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지하서비스 굴착작업 과정상 일어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규율하는 것이다.123)

(1) 작업장 등 보건안전에 관한 법률(1974)(The Health and Safety at Work etc Act 

1974)

영국의 작업장 등 보건안전법(1974)은 모든 작업장 활동에 적용된다. 동법 제2조제1항

은 작업 중인 근로자의 건강, 안전 및 복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범위내에서,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의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작업장의 

안전시설을 제공하고 유지할 의무, 정보제공, 지시, 교육 및 감독 등을 포괄하고 있다.124)

동법 제3조제1항은 근로자가 아닌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합리적으

로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전에 예방조치를 취할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의무는 지하서비스의 사업주(Owners)/운영자(Operators), 고객(Clients), 지역당국

(Local Authorities) 또는 도급자(Contractors)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이어서 동법 제3조제

2항은 자영업자 및 기타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위와 유사한 의무를 자영업자들에게도 

부과하고 있다.125) 

또한 동법 제4조제2항은근로자는 아니지만 가정이 아닌 특정 장소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정이 

아닌 그 장소를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 장소의 

범위는 광범위하며 건물에 한정되지 않는다.126) 즉, 동법 제7조는 근로자들의 각자의 건

123) http://www.hse.gov.uk/pUbns/priced/hsg47.pdf. P. 33.<인터넷홈페이지: 2018년 8월 29일>

124) http://www.hse.gov.uk/pUbns/priced/hsg47.pdf. P. 33.<인터넷홈페이지: 2018년 8월 29일>

125) http://www.hse.gov.uk/pUbns/priced/hsg47.pdf. P. 33.<인터넷홈페이지: 2018년 8월 29일>

126) http://www.hse.gov.uk/pUbns/priced/hsg47.pdf. P. 33.<인터넷홈페이지: 2018년 8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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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및 안전과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들의 작위나 부작위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사람

들의 건강 및 안전을 위하여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와 사업주가 의무를 준수

할 수 있도록 사업주와 협력할 의무를 각 근로자에게 부과한다.127)

(2) 작업장 보건 및 안전 관리규칙(1999)

(The Management of Health and Safety at Work Regulations 1999)

동 규칙은 사업주들과 자영업자들은 사업장 내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평가

하여야 한다. 이 평가는 보건 및 안전에 관한 관련 법률을 준수하기 위하여 취해야 할 

조치를 확인함으로써 가능한 한 위험을 제거하고 계속 남아있는 위험을 통제할 목적으로 

시행해야 한다.128)

(3) 건설(설계와 관리)규칙(2007)

(The Construction(Design and Management) Regulations 2007)

2007년에 제정된 ‘건설(설계 및 관리)규정’은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건설 

설계 및 관리에 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129) 이 규정은 발주처, 설계자, 도급업자 등, 

보건 및 안전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모든 사람에게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130) 이 책임은 

기획, 관리, 설계 및 해당 공사에 관련된 사람들 간의 협력과 관련된 것이다.131) 설계, 기

획, 집행 등 각 공사 단계마다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위험을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132)

127) http://www.hse.gov.uk/pUbns/priced/hsg47.pdf. P. 33.<인터넷홈페이지: 2018년 8월 29일>

128) http://www.hse.gov.uk/pUbns/priced/hsg47.pdf. P. 35.<인터넷홈페이지: 2018년 8월 29일>

129) http://www.hse.gov.uk/pUbns/priced/hsg47.pdf. P. 35.<인터넷홈페이지: 2018년 8월 29일>

130) http://www.hse.gov.uk/pUbns/priced/hsg47.pdf. P. 35.<인터넷홈페이지: 2018년 8월 29일>

131) http://www.hse.gov.uk/pUbns/priced/hsg47.pdf. P. 35.<인터넷홈페이지: 2018년 8월 29일>

132) http://www.hse.gov.uk/pUbns/priced/hsg47.pdf. P. 35.<인터넷홈페이지: 2018년 8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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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작업장치 규정과 사용에 관한 규칙(1998)

(The Provision and Use of Work Equipment Regulations 1998)

동 규칙은 장비가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133) 사업주들은 업무용 장비와 관

련된 위험, 사용방법 및 사전예방조치에 대하여 그 장비를 직접 사용하거나 업무용 장비의 

사용을 관리하거나 감독하는 근로자들이 적절한 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해야 하다.134)

(5) 작업장 전기규칙(1989)(The Electricity at Work Regulations 1989)

동 규칙은 전기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시설이 제공하기

에 안전한지 여부, 사용하기에 안전한지 여부, 안전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야 한다. 전기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기시설이나 전기 시설 부근에서 작업을 

수행할 때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135)

즉, 동 규칙 제4조제3항에서 굴착작업을 할 때에는 지하에 매설된 전선이나 기타 지하 

전기시설로 인한 위험을 사전에 확인하고,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런 

위험을 방지하는 데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단계별로 취해야 한다.136) 

또한 동 규칙 제14조에는 “(ⅰ) 모든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전도체에 흐르는 전기를 차

단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ⅱ) 모든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전도체에 전기가 흐르는 상태

에서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이 경우에는 부상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예방조치를 사전에 취해야 한다”를 제외하고,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활성 전도체나 그런 

활성 전도체 부근에서는 작업을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137)

133) http://www.hse.gov.uk/pUbns/priced/hsg47.pdf. P. 35.<인터넷홈페이지: 2018년 8월 29일>

134) http://www.hse.gov.uk/pUbns/priced/hsg47.pdf. P. 35.<인터넷홈페이지: 2018년 8월 29일>

135) http://www.hse.gov.uk/pUbns/priced/hsg47.pdf. P. 35.<인터넷홈페이지: 2018년 8월 29일>

136) http://www.hse.gov.uk/pUbns/priced/hsg47.pdf. P. 35.<인터넷홈페이지: 2018년 8월 29일>

137) http://www.hse.gov.uk/pUbns/priced/hsg47.pdf. P. 35.<인터넷홈페이지: 2018년 8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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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상, 질병, 위험한 사고 발생 보고에 관한 규칙(2013)

(The Reporting of Injuries, Diseases and Dangerous Occurrences Regulations 

2013)

동 규칙은 사업주들과 자영업자들은 직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일정한 부상, 질병 및 사

고를 관계 집행당국에 보고하여야 한다(굴착작업을 하는 중에 발생하는 사고의 경우에는 

대체로 보건안전처(Health and Safety Executive)가 관계 집행당국의 역할을 담당하므로 

온라인 보고체계를 통해서 보건안전처에 해당 사고를 보고해야 한다).138) 이처럼 업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7일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휴무일 및 공휴일 포함) 직무를 완

전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보고해야 한다.139) 특정 부상으로 규정된 부

상의 범위도 있다. 특히, 보고 대상 부상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지하에 매설된 전선을 

건드리는 사고가 발생하면, 그로 인한 화재나 전기적 폭발이 사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

는 위험한 사고로 보고해야 하며, 그런 사고로 인하여 24시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해당 

전선의 전기를 차단하는 경우에도 보고해야 한다.140) 

또한 가스 누출 등과 같은 특정한 파이프라인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에도 파이프라인 

운영자는 그 위험한 사건으로 보고 해야 한다. 이러한 위험발생은 폭발 또는 화재의 원인

인 전기사고를 포함된다.141)

138) http://www.hse.gov.uk/pUbns/priced/hsg47.pdf. P. 35.<인터넷홈페이지: 2018년 8월 29일>

139) http://www.hse.gov.uk/pUbns/priced/hsg47.pdf. P. 35.<인터넷홈페이지: 2018년 8월 29일>

140) http://www.hse.gov.uk/pUbns/priced/hsg47.pdf. P. 35.<인터넷홈페이지: 2018년 8월 29일>

141) http://www.hse.gov.uk/pUbns/priced/hsg47.pdf. PP. 35-36.<인터넷홈페이지: 2018년 8월 29일>

142) http://www.hse.gov.uk/pUbns/priced/hsg47.pdf. P. 36.<인터넷홈페이지: 2018년 8월 29일>

□ 폭발이나 화재를 유발하는 전기 관련 사건142) : 

‣ 전기 합선이나 과부하(사고로 인하여 발전설비에 발생한 손상으로 인한 합선이나 과부하 포

함)로 인한 폭발이나 화재로 관련 설비의 가동이 24시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중단되거나 

중대한 사망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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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고나 통제되지 않은 사태로 인한 방출’에는 밸브 연결관, 플랜지 등에서 발생

하는 작은 누출 등, 관로에서 발생하는 작은 누출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갑작스럽게 

누출이 발생하거나 누출을 통제할 수 없어 즉각적인 주의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

당 사고를 보고해야 한다.144)

143) http://www.hse.gov.uk/pUbns/priced/hsg47.pdf. P. 36.<인터넷홈페이지: 2018년 8월 29일>

144) http://www.hse.gov.uk/pUbns/priced/hsg47.pdf. P. 36.<인터넷홈페이지: 2018년 8월 29일>

‣ 전기기기의 고장(사고로 인한 손상 포함)으로 인하여 화재나 폭발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기

기가 24시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그 사고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기의 고장을 위험한 사고로 보고해야 한다. 손상된 기기가 설

치된 시설을 24시간 내에 새 기기를 사용하여 재가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사건을 보고해야 

한다. 격지에 위치한 수리 대상 시설로 가거나 부품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고에 대처하는 데 

지연된 시간은 수리 시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 관로 또는 관로공사143)

‣ 관로나 관로공사와 관련된 사고 : 사람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거나 24시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관로를 폐쇄해야 하는 경우

  (i) 관로에 유입된 물질이 사고나 통제되지 않은 사태로 인한 방출로 발생한 손상

  (ii) 관로 차단 장치, 관련 장비나 시설의 고장

  (iii) 관로공사에 관련된 장비의 고장

  ․ 관로의 위치나 하층토의 위치가 변경되어 관로의 무결성이나 안전을 지키는 데 즉각적인 

주의가 필요한 경우.

‣ 위 목록에 명시된 사건들은 내륙 관로 또는 관로공사와 관련하여 보고 대상인 사건들이다. 

다음과 같은 종류의 관로들은 이 요건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 배수로 또는 하수로

  ․ 난방이나 냉방 또는 기타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배관

  ․ 공장의 관리 또는 감시에 사용되는 배관

  ․ 공기나 수증기의 운반에 사용되는 배관

  ․ 광물자원이 들어 있는 지하수 우물이나 저수지로 물을 투입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 물 공급 배관

  ․ 단독 사업체 구내에 전체가 설치되어 있는 관로

  ․ 이동식 주택 단지 내에 전체가 설치되어 있는 관로

  ․ 철도자산으로 분류된 토지 내에 전체가 설치되어 있는 관로

  ․ 가스 공급 관로의 일부로서 비상시 통제시설의 하류에 해당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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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손상으로 보고해야 할 사례에는 외부 영향으로 인하

여 관로에 홈이 파진 경우, 표면이 움푹 찌그러진 경우, 휘어진 경우 등으로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손상이 포함된다.145) 그런 손상으로 인하여 관로의 내용물이 누출되었는

지 여부를 불문하고 보고해야 한다.146) 기본 물질이 손상되지 않고 외부에 칠한 피막이 

손상된 경우에는 보고할 필요 없다.147)

(7) 가스안전(관리) 규칙(1996)(The Gas Safety(Management) Regulations 1996)

동 규칙은 천연가스 유통망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148) 가스

누출에 대처하기 위하여는 “(ⅰ) BG그룹(또는 그 승계인)은 가스 누출 신고를 위한 전국 

무료전화신고창구를 개설하고 접수원을 상주시켜 가스 누출 신고를 받아야 한다, (ⅱ) 

가스 누출 신고를 받으면, BG그룹(또는 그 승계인)은 해당 가스 공급업자나 긴급서비스

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해당 가스 공급업자나 긴급서비스업자는 가능한 한 신

속하게 가스가 누출되고 있는 곳으로 출동해야 한다”는 것과 같은 조치를 해야 한다.149) 

이와 더불어 옥내관이나 가스 본관에서 누출된 가스로 인하여 화재나 폭발이 발생하였거

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가스 공급업자는 조사를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150)

(8) 파이프라인안전 규칙(1996)(The Pipelines Safety Regulations 1996)

동 규칙은 파이프라인의 안전한 설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것을 규율한다.151) 즉 동규

칙은 어떤 자도 파이프라인에 손상을 입혀 위험을 야기하지 말 것, 파이프라인 운영자는 

145) http://www.hse.gov.uk/pUbns/priced/hsg47.pdf. P. 37.<인터넷홈페이지: 2018년 8월 29일>

146) http://www.hse.gov.uk/pUbns/priced/hsg47.pdf. P. 37.<인터넷홈페이지: 2018년 8월 29일>

147) http://www.hse.gov.uk/pUbns/priced/hsg47.pdf. P. 37.<인터넷홈페이지: 2018년 8월 29일>

148) http://www.hse.gov.uk/pUbns/priced/hsg47.pdf. P. 37.<인터넷홈페이지: 2018년 8월 29일>

149) http://www.hse.gov.uk/pUbns/priced/hsg47.pdf. P. 37.<인터넷홈페이지: 2018년 8월 29일>

150) http://www.hse.gov.uk/pUbns/priced/hsg47.pdf. P. 37.<인터넷홈페이지: 2018년 8월 29일>

151) http://www.hse.gov.uk/pUbns/priced/hsg47.pdf. P. 37.<인터넷홈페이지: 2018년 8월 29일>



제4장 주요국의 지하라이프라인 안전관리 법제 분석 201

적절한 단계를 거쳐 파이프라인의 존재 및 위치를 사람들에게 알림으로써 파이프라인의 

손상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다.152)

(9) �도로와 인도 작업법(1991)(New Roads and Street Works Act 1991)

동법은 공사를 수행할 도로의 종류 및 공사의 유형에 비추어 볼 때, 공익사업체 및 기

타 사업주체(사업주체의 정의는 이 법에 정한 바와 같다)가 이 법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계획에 따라 다양한 상황에서 수행할 공사에 관하여 고지를 하

여야 한다.153) 비상시에 수행하는 긴급하고 경미한 작업은 사전 고지 없이 시작할 수 있

다.154) 이처럼 동법은 도시계획시행자로 하여금 장비의 위치를 기록하고, 그 기록을 계속 

갱신하고, 해당 도로에서 공사를 수행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합리적인 시간대에 언제든지 

그 기록을 무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155) 

위에 사용한 용어 ‘비상시’, ‘긴급’ 및 ‘경미한’은 ‘신설도로 및 도로공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지에 관련된 것으로서 ‘사업장 등 보건 안전에 관한 법률(1974년 제정)’에 따라 작업 

안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수집해야 할 법적 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156)

또한 1974년 작업장 등 보건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신설도로 및 도로공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과 관계없이 모든 작업에 적용되며 ‘신설도로 및 도로공사에 관한 법

률’에 명시되지 않은 작업도 포함한다. 또한, 전기회사들은 ‘전기 안전 품질 및 지속성에 

관한 규정(2002년 제정, 제31항 참조)’에 따라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특별한 의무가 있

다.157) 즉  ‘신설도로 및 도로공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감독 및 

기능공의 자격요건에 관한) 도로공사규정(제1992년 제정)’에 따라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152) http://www.hse.gov.uk/pUbns/priced/hsg47.pdf. P. 37.<인터넷홈페이지: 2018년 8월 29일>

153) http://www.hse.gov.uk/pUbns/priced/hsg47.pdf. P. 37.<인터넷홈페이지: 2018년 8월 29일>

154) http://www.hse.gov.uk/pUbns/priced/hsg47.pdf. P. 37.<인터넷홈페이지: 2018년 8월 29일>

155) http://www.hse.gov.uk/pUbns/priced/hsg47.pdf. P. 37.<인터넷홈페이지: 2018년 8월 29일>

156) http://www.hse.gov.uk/pUbns/priced/hsg47.pdf. P. 37.<인터넷홈페이지: 2018년 8월 29일>

157) http://www.hse.gov.uk/pUbns/priced/hsg47.pdf. P. 37.<인터넷홈페이지: 2018년 8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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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감독하여야 한다.158)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위 규정에 따라 자격을 인정받은 기능

공이 현장에 상주해야 한다.159) 

(10) 전기안전 품질과 유지 규칙(2002)

(Electricity Safety Quality and Continuity Regulations 2002)

동 규칙 제14조는 제14조는 지하에 설치된 전선의 보호에 관한 요건과 전선 설치 깊이 

및 설치 방식에 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160) 그리고 동 규칙 제15조에 따라 ‘해당 공급

업자가 지표면 아래에서 시공한 모든 작업의 위치 및 깊이를 표시한 지도 또는 지도첩’을 

제작하고,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 지도나 지도첩을 지속적으로 갱신하

여야 할 의무가 있다.161) 전기 공급업자는 이 지도들을 사용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

에게 지도들을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162) 

5. 
��;�	3"o�	C	#�

(1) 안전검사

영국의 지하서비스와 관련된 안전검사를 담당하는 기관은 찾아보기 어려우나, 보건안전

청은 작업장의 보건 및 안전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다만, 민간

부문에서 지하검사서비스(Underground Inspection Services)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영국의 보건안전청의 감독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며, 조직의 근로환경 및 절차

가 법적 기준에 일치하는지를 점검하고 검사한다. 특히, 보건안전청의 감독은 공식적, 비

공식적, 기록 또는 기록하지 않는 방식이 될 수 있으나, 적절한 감독 빈도수에 따라 기준

158) http://www.hse.gov.uk/pUbns/priced/hsg47.pdf. P. 37.<인터넷홈페이지: 2018년 8월 29일>

159) http://www.hse.gov.uk/pUbns/priced/hsg47.pdf. P. 37.<인터넷홈페이지: 2018년 8월 29일>

160) http://www.hse.gov.uk/pUbns/priced/hsg47.pdf. P. 38.<인터넷홈페이지: 2018년 8월 29일>

161) http://www.hse.gov.uk/pUbns/priced/hsg47.pdf. P. 38.<인터넷홈페이지: 2018년 8월 29일>

162) http://www.hse.gov.uk/pUbns/priced/hsg47.pdf. P. 38.<인터넷홈페이지: 2018년 8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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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보건안전청 감독자는 조직을 방문하여 작업압

박 또는 다른 작업장 보건안전 및 환경 문제로부터 위험성을 점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국의 지하서비스 검사는 CCTV 파이프라인 조사, 배수와 하수 청소, 관련

서비스 등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지하검사서비스는 수도담당국, 건설, 제조업, 주요 

공익시설 제공자, 공익시설 관리회사와 의회에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 기 록

�도로와 인도 작업법(1991) 제79조는 도시계획사업시행자(Undertakers)로 하여금 합

리적으로 실행가능한 경우, 가능한 한 빨리 도로 내에 모든 장치의 검사 및 기록을 제공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즉, 모든 장치의 검사 및 기록은 도로 내 장치를 놓거나 그 위치를 

변경한 후 또는 다른 작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그 장치를 발견한 후에 요구된다. 즉 위

와 같은 사항을 따르지 않는 것은 범죄행위가 되며, 미준수로 인해 발생한 피해 또는 손

실을 입은 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우게 된다.

기록제공의무 면제는 1991년 �도로와 인도 작업법 제79조에 따라 2002년 도로작업

(기록)규칙(The Street Works (Records) Regulations 2002)에 의해 규정되는바, 첫째, 국가

안보위반인 경우, 둘째,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상업적 이익에 손해가 되는 경우, 셋째, 

이미 기록된 현행 장치 내 도시계획사업시행자가 놓은 장치인 경우, 넷째, 규칙 시행일 

이전에 도로 내 위치한 장치인 경우 - 그러나 규칙 시행일 이후, 도시계획사업시행자가 

이미 위치한 장치를 변경하거나 다른 작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장치를 찾은 경우에 적

용되지 않음, 다섯째, 긴급한 상황 및 긴급한 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 장치, 여섯째, 지하

에 설치되지 않은 장치, 일곱째, 파이프 및 선, 여덟째, 1991년 수도법(The Water Services 

Act 1991) 제219조제1항에 따른 개인 소유 하수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된다.

또한 고속도로국과 공익시설위원회(The Highway Authorities and Utilities Committee: 

HAUC)에 따르면, 도로 내 지하장치 기록을 위한 실행규칙(Code of Practice for Recor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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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Underground Apparatus in Streets)의 원칙들은 도로작업을 수행하는 모든 도시계획사

업시행자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관계자에게 적용된다. 이처럼 동시행규칙의 목적은 도로 

내 설치된 지하 장치의 기록을 향상시키기고 그러한 장치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하려고 

하는 데 있다. 특히, 동시행규칙은 작업자 및 그 외 사람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하고, 도시

계획사업시행자의 고객들에게 방해를 주는 것을 최소화하며,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불편을 최소화하고, 장치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처럼 동시행규칙은 지하 

장치의 설치, 유지, 이용에 관한 일반적 기준을 마련하여,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경우, 

자세한 내용을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처럼 동시행규칙에 따라 일반적인 기록 표준이 적용되며, 이로 인해 도로 내 모든 

지하장치기록의 품질과 일관성이 향상된다. 

23기록의 형식 : 장치 소유자는 법적 기록의 형식에 대해 특정의 재량이 있으며, 지도의 

이용에 관련이 없는 방법으로 장치를 기록할 수 있음

23정확성 : 장치의 위치는 땅에서 (+-300마일)까지 정확하게 측정되어야 하며, (+-500마

일)의 최소한까지는 기록이 있어야 함

23기록유지 : 장치 소유자는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한 빨리 이 장치의 기록을 만들거나 

갱신하여야 함

23지하 장치를 찾기 위한 기록의 사용 : 위치는 지하장치의 일반적 위치를 가리키는 

경우 사용됨

6. 8	9

영국의 지하라이프라인은 용어상 지하서비스로 통일되어 전기, 가스, 수도, 전기통신과 

관련된 모든 지하 파이프, 케이블, 장치 등을 정의하고 있다. 이에 영국은 지하서비스 피

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굴착업자와 운영자의 지하서비스 탐지, 확인, 표시를 철저히 하도

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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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영국의 지하서비스와 관련된 법령이 다수 존재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관련사항에 

대해 각 법령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지하서비스와 관련된 직접적인 

법령이 없다는 점에서 체계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영국의 지하서비스 안전검사 및 기록과 관련하여 담당기관을 확인하기는 어려

우나 일반적으로 보건안전청을 통하여 작업장의 보건 및 안전에 관한 검사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지하서비스 안전검사는 민간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특히, 도시계획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경우, 가

능한 한 빨리 도로 내 모든 장치의 검사 및 기록을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지하서

비스 기록을 시행하고 유지함으로써, 합리적인 시간에 도로 내 작업을 수행할 권한을 가

진 자에게 무료로 열람하고,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이다.

�3� N 5

1. +	=

독일의 지하 라이프라인의 안전에 관하여 연방과 주가 공동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있

다. 특히 전기 및 가스에 관한 사항은 연방 에너지지경제의 통일적 유지 및 발전을 위해 

에너지사업법(Energiewirtschaftsgesetz, EnWG)163)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독일

의 경우 라이프라인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연방법률로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몇

몇 유관법률에 흩어져 있던 조항을 하나로 통합하여 독일의 에너지사업법 제49조 이하 

에너지 시설(전기 및 가스 시설)의 기술적 안전보장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독일의 에너지사업법에 의하면 연방차원의 전기 및 가스공급과 공급망의 안전

에 대해서는 연방정부(연방네트워크청, Bundesnetzagentur: BNetzA164))가 관할하고, 각 

163) https://www.gesetze-im-internet.de/enwg_2005/<인터넷홈페이지: 2018년 8월 13일>

164) https://www.bundesnetzagentur.de/DE/Home/home_node.html<인터넷홈페이지: 2018년 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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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전력 및 가스공급 및 전기 및 가스시설에 대해서는 주에게 감독권을 위임함으로써 

이원적인 감독체계를 취하고 있다. 다만 독일의 에너지사업법상 전기기술의 안전성의 경

우 독일전기술협회(Verband der Elektrotechnik Elektronik Informationstechnik: VDE)165), 

가스기술의 안전성의 경우 독일 가스 및 수자원협회(Deutscher Verein des Gas- und 

Wasserfaches: DVGW)166)의 기술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2. 
�	����	=j	#=

(1) 연방재정부 및 에너지부(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Energie: BMWi)167)

1) 업 무

연방재정부 및 에너지부의 업무 중 하나는 에너지 전환이다. 이들의 목표는 독일의 산

업지역으로서 국제경쟁력을 위태롭게 하지 않으면서도 에너지 전환을 현대화, 혁신 및 

디지털화의 원동력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처럼 에너지 전환을 성공적으로 지속하기 위하

여 저렴하고 안전하며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조직도

BMWi의 부서에는 6개의 기관이 포함된다.

․ 연방카르텔청(Bundeskartellamt: BKartA)

․ 연방경제청 및 수출통제청(Bundesamt für Wirtschaft und Ausfuhrkontrolle:  BAFA)

․ 연방네트워크청(Bundesnetzagentur für Elektrizität, Gas, Telekommunikation, Post 

und Eisenbahnen(BNetzA)

․ 연방원료연구 및 검사청(Bundesanstalt für Materialforschung und –prüfung: BAM)

165) https://www.vde.com/de/<인터넷홈페이지: 2018년 8월 13일>

166) https://www.dvgw.de//<인터넷홈페이지: 2018년 8월 13일>

167) https://www.bmwi.de/Redaktion/EN/Dossier/energy-transition.html<인터넷홈페이지: 2018년 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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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물리-기술청(Physikalisch-Technische Bundesanstalt: PTB)

․ 연방지질 및 자원청(Bundesanstalt für Geowissenschaften und Rohstoffe: BGR)

(2) 연방네트워크청(전기, 가스, 통신, 우편 및 철도의 연방네크워크청: 

Bundesnetzagentur für Elektrizität, Gas, Telekommunikation, Post und 

Eisenbahnen: BNetzA)

1) 업 무

연방네트워크청의 핵심 업무는 에너지, 통신, 우편 및 철도 시장에서 경쟁 촉진 및 이러

한 분야에서 기반성능을 보장하는 것이다.168) 규제기관으로서 연방네트워크청은 사업자

가 네트워크의 지속가능성에 필요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한 기구는 주파수

와 전화번호의 사용을 규제한다. 뿐만 아니라 기구는 에너지전환 이행을 위한 특별한 역

할을 수행한다: 연방네트워크청은 새로운 전력공급 계획을 가속화함으로써 장래에도 에

너지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2) 연 혁

연방네트워크청은 본(Bonn)에 본부를 둔 연방재정부 및 에너지부의 사업영역에서 독

립된 연방고등기관이다.169) 연방네트워크청의 전신은 연방우편통신부(Bundesministerium 

für Post und Telekommunikation: BMPT)와 우편통신연방관청(Bundesamt für Post und 

Telekommunikation: BAPT)에서 출현한 통신우편규제관청(Regulierungsbehörde für Tele-

kommunikation und Post)이다. 통신우편규제관청은 2005년 7월 13일부터 현재의 연방네

트워크청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006년 1월 1일 발효된 연방네트워크의 업무는 철도규제

를 포함하도록 확대되었다. 2011년부터 연방네트워크청은 네트워크 개발계획 업무를 인

수하였다. 2013년 6월에는 전력망 확장에까지 관할이 확장하게 되었다. 현재 연방네트워

168) 연방네트워크청의 업무 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는 에너지사업법(Energiewirtschaftsgesetz, EnWG) 및 네트워크 

확장가속화법(Netzausbaubeschleunigungsgesetz: NABEG)이다.

169) https://www.bundesnetzagentur.de/DE/Allgemeines/DieBundesnetzagentur/UeberdieAgentur/ueberdieagentur-node.html<인

터넷홈페이지: 2018년 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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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청은 국경 간 네트워크 확장계획의 승인절차를 수행할 책임을 진다.

3) 에너지 관련 업무

독일의 전력공급시스템은 역사상 가장 큰 재정비에 놓여 있다. 연방네트워크청은 자신

의 결정에 따라 에너지전환 이행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독일 내 전기품질을 높은 수준

으로 보장한다. 연방네트워크청은 경쟁기관으로서 새로운 공급자에 대한 네트워크 개방

을 규제하고 경쟁을 확보하는 동시에 연방네트워크청은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소비자를 

위한 상담자의 역할을 수행한다.170)

(3) 연방교통부 및 디지털 인프라구축부(Bundesministerium für Verkehr und digitale 

Infrastruktur: BMVI)171)

독일의 희소한 자원인 ‘공간’을 사용할 때 어떻게 우선순위를 부여할 것인지 문제된다: 

- 경제적 이익, 삶의 질 및 일의 능률 또는 효율적 인프라 구축 중 무엇이 중요한가? 또한 

이런 맥락에서 자연공간과 휴양공간은 얼마나 중요한가? -

국가적 공간관리는 입증된 세 가지 도구인 “공간관리계획(Raumordnungsplan)172)”, “공

간관리절차(Raumordnungsverfahren)173)” 및 “공간관리적 협력(raumordnerische Zusamme-

170) https://www.bundesnetzagentur.de/DE/Allgemeines/DieBundesnetzagentur/UeberdieAgentur/ueberdieagentur-node.<인터넷홈

페이지: 2018년 8월 13일>

171) https://www.bmvi.de/DE/Home/home.<인터넷홈페이지: 2018년 8월 13일>

172) 공간관리계획은 지역 및 주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공간관리계획에는 구체적인 후속계획 및 프로젝트를 

위한 공간관리에 대한 구속력 있는 지침이 포함되어 있다. 공간관리계획의 수립은 전문기관, 단체 및 관심 있는 

대중의 참여로 이루어진다.

173) 풍력발전이나 철도와 같은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는 환경에 큰 영향을 준다. 각 주는 구체적인 프로젝트 

계획을 세우기 전에 공간관리절차에서 이러한 영향을 독립적으로 조사한다. 대안을 조사하고 비교한다. 대중은 

이러한 고려과정에 조기에 참여한다. 대안적 입지 및 노선에 대한 논의는 프로젝트 수용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프로젝트가 공간관리 및 국토계획의 목표를 충족시키는지 여부를 공간관리절차에서 확인한다. 프로젝트 

승인기관은 공간관리절차에서 확인된 결과를 후속승인절차에서 고려해야 한다. 조기의 공간관리절차는 상생의 

결과를 가져온다. 대중 참여, 공간관리관청의 중립성 및 절차의 투명성은 프로젝트의 수용을 증가시킨다. 동시에 

구체적인 프로젝트 계획 전에 프로젝트 발기인은 자신의 프로젝트가 어떠한 분야에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를 

겪을 수 있는지 또한 저항이 있을 수 있는지 인식한다. 낭비적인 계획변경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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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beit)174)”을 이용하여 각각의 이익을 공정하고 지속적으로 비교한다. 또한 모순된 이익 

사이에서 중립적 중재자 역할을 하며, 시민들의 의사를 조기에 수용한다.

▪ 공간관리법(Raumordnungsgesetz: ROG)175)

3. 
�	����	=j	)*	}~

(1) 전 기

1) 독일의 전력망

독일은 비교적 잘 확장되고 분산된 전력망을 가지고 있다.177) 전기는 최대 전압으로 

전달되는 송전망과 지역 및 최종 소비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배전망으로 세분된다. 특

히, 독일에 있는 4개의 전송 네트워크 운영자178)는 송전망 및 유지보수 인프라의 안전한 

174) 사업자나 단체 및 시 당국 및 지역 당국과 같은 사적인 행위자가 협력하여 공간관리를 위한 개발계획과 네트

워크를 개발하고 구현한다. 공간관리적 협력의 적용분야는 다양하다. 예를 들면 초지역 교통망, 소규모 공동체, 

특히 농촌 지역을 위한 공동의 기본서비스, 주 간 홍수방지계획 등이 있다. 

175) https://www.gesetze-im-internet.de/rog_2008/ROG.pdf. p. 1.<인터넷홈페이지: 2018년 8월 13일>

176) BGBl. Teil I Nr. 30 v. 29.5.2017, S. 1245 ff.

177) https://www.bmwi.de/Redaktion/DE/Dossier/netze-und-netzausbau.html<인터넷홈페이지: 2018년 8월 13일>

178) TenneT, 50Hertz Transmission, Amprion 및 TransnetBW의 4개이다.

독일의 법률체계에서 공간관리는 초지역적이며 학제를 넘나드는 법적 문제의 지위에 있다. 공

간계획은 공간관리의 법적 기본원칙(공간관리를 위한 전반적 지침)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한다. 

공간계획은 특정 지역의 공간관리 목표와 원칙을 확정한다. 일반적으로 계획에서 확정된 공간관

리의 목표는 향후 공간적으로 중요한 계획과 프로젝트를 구속한다.

공간관리의 법적 기반은 연방 및 주의 공간관리법을 제공한다. 공간관리법은 2008년 제정되

었으며, 2017년 5월 23일 개정176)되었다. 개정사항은 2017년 11월 29일부터 발효된다. 이번 개

정으로 특히 공간관리절차에서 대규모 프로젝트의 공간적합성 평가에 대중 참여가 도입되었다. 

또한 연방교통부 및 디지털 인프라구축부는 홍수 방지를 위한 초국가적 공간관리계획을 수립할 

권한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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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전력선 확대 및 전기 거래업체․공급업체에게 차별 없이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

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연방네트워크청이 이들을 관리한다. 연방네트워크청은 연방재

정부 및 에너지부 산하에 있는 기관으로 네트워크 확장 및 네트워크 사용료의 승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179)

① 전송망: 장거리 전송

장거리 송전망은 전기를 독일 전 지역 및 국경을 초월하여 수송할 수 있게 한다. 독일

의 고전압 네트워크는 소위 커플링 라인을 통해 유럽의 상호 연계된 네트워크에 연결된

다. 전송망의 회로 길이는 약 36,000km이다. 회전전압의 경우 220kV 또는 380kV의 초고

전압이 전송되며, 계획된 새로운 고전압직류전송선을 통해 최대 525kV의 초고전압이 전

송된다.

② 배전망: 소비자에게까지 직접

전기는 배전망에서 고전압, 중전압 및 저전압으로 전송된다. 낮은 전압수준의 네트워크

는 전기를 최종 소비자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한다. 많은 지역 및 지자체 네트워크 사업자

가 이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

▪ 고전압: 60kV ~ 220kV(회로 길이 약 96,000km) : 고전압망은 초고전압망(변전소)과 

연결된다. 고전압망을 사용하여 전기는 대도시나 대규모 산업단지에 직접 배전된다.

▪ 중전압: 6kV ~ 60kV(회로 길이 약 520,000km) : 중전압망은 지역 변압소 또는 병원

이나 공장과 같은 대형 시설에 직접 전력을 분배한다.

▪ 저전압: 230V 또는 400V(회로 길이 약 1,120,000km) : 저전압망은 정밀한 배전에 

사용된다. 저전압망은 개인가정, 소규모 산업단지, 중소기업 및 행정기관과 연결되

어 있다.

179) https://www.bundesnetzagentur.de/DE/Home/home_node.html<인터넷홈페이지: 2018년 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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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네트워크 확장의 법적 프레임워크

독일은 전력분배망이 잘 형성되어 있다. 네트워크 운영자는 주로 네트워크의 안전한 

작동 및 수요기반 발전을 담당한다. 에너지사업법은 그들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한다. 네

트워크 운영자는 전기수요를 충족시키고 독일 내 네트워크 공급안전에 기여해야 한다.

에너지 전환은 전기수송에 완전히 새로운 도전을 제기한다. 생산구조의 변화는 전력망

의 확장과 재구성을 요구한다. 네트워크가 적절하게 건설된 경우에만 비용 면에서 효율적

인 전기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네트워크 확장은 조정, 가속화 및 투명성 확보가 요구된다. 에너지사업법(Energie-

wirtschaftsgesetz: EnWG), 에너지전송시스템확장법(Energieleitungsausbaugesetz: EnLAG), 

네트워크 확장가속화법(Netzausbaubeschleunigungsgesetz: NABEG) 및 연방필수계획법

(Bundesbedarfsplangesetz: BBPlG)의 4가지 법률은 이러한 네트워크 확장에 관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① 전기 및 가스공급에 관한 법률: 에너지사업법(Gesetzes über die Elektrizitäts- und 

Gasversorgung: Energiewirtschaftsgesetz: EnWG)

에너지사업법은 독일 고전압망에 대해 지속적으로 투명하고 조정된 네트워크 확장 계

획을 보장한다. 네트워크 확장 요구사항의 결정은 다단계 프로세스에서 수행된다.

특히, 독일의 에너지사업법은 1935년부터 발효되고 있는 법률로서, 전기․가스공급 및 

공급망의 안정적 운영과 관련 에너지사업의 공정경쟁을 입법목표로 하고 있다(§1 

EnWG). 이 같은 에너지사업법은 시행 이래 총 5차 개정되었는데, 이 가운데 2번의 전면

개정을 통해 유럽연합의 에너지사업에 관한 지침과 법령을 반영하였고, 사문화 되어 있던 

법률들을 정리하여 반영하게 되었다.180) 전기 및 가스공급과 공급망에 관한 가장 상위의 

180) 예를 들어 에너지육성사업법의 경우 총 20개 조문으로 되어있는데, 그 가운데 약 10개 이상의 조문이 독일연

방의 국가운영시 사용되지 않는 “제국경제장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구성하고 있다. 2005년 에너지사업법 전면

개정을 통해 현재 유럽 및 독일에너지시장경제에 맞지 않는 법률들을 정비하면서 에너지공급 및 공급망운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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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칙으로서, 총 10장 약 120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체계는 다음과 같다. 

<에너지사업법의 체계>181) 

관련된 사항의 경우 개정법률에 반영하였다. 

181) https://www.gesetze-im-internet.de/enwg_2005/<인터넷홈페이지: 2018년 8월 13일>

IJ�%KL

일반내용

- 입법목적

- 에너지공급기업의 임무

- 개념정의

- 철도법과의 관계

- 공급망영업에 관한 허가

- 공급망의 운영검사

- 공급망사업자의 의무

- 에너지공급 공시

- 정보의 저장 및 공표

제1조-제5b조

에너지가격책정

- 공급망사업자에 관한 공동규정

 ․ 가격책정의 적용영역 및 목적

 ․ 정보의 적용

 ․ 산정 및 부기

제6조-제6d조

- 에너지저장시설사업자의 가격책정

 ․ 부분망사업자의 법적 가격책정

 ․ 부분망사업자의 조직적인 가격책정

 ․ 저장시설사업자 및 공급망소유자의 가격책정

제7조-제7b조

- 운송망영업자에 관한 특별 가격책정에 관한 규정

 ․ 소유권적 가격책정 

 ․ 자율적인 시스템영업자

 ․ 재산가치, 시설, 개인설비, 공급망사업자의 

자율적인 기업증명

 ․ 자율적인 공급망사업자의 감독위원회

제8조-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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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J�%KL

운송망영업자의 

임무

- 에너지공급망의 운영

- 공급망운영 및 위탁임무 및 규제권한

- 공급망발전계획의 수립 및 규제기관의 확인

- 계획에 대한 연방의 요청

- 공급망운영 및 위탁의 시스템책임 및 규제권한

- 전력공급망사업자의 임무

- 가스공급망영업자의 임무

제11조-제16a조

전기회로망

- 전기회로망, 규제권한

- 기초시설-공급망발전계획, 계획의 수정

- 규제기관을 통한 기초시설-공급망발전계획의 확인

- 기초시설의 장애 또는 손해

- 평가

- 일반적인 접속의무

- 기술규정

제17조-제19a조

공급망으로의 

접근

- 에너지공급망으로의 접근

- 공급전환

- 측정시스템

- 전기에너지적합성 측정시스템에 관한 요건

- 정보의무

- 저장장치로의 접근

- 신생 인프라구조

제20조-제28a조

규제기간의 권한, 

승인

- 확인 및 허가절차

- 공급망사업자의 남용

- 규제기관의 특별한 추가절차

- 손해배상의무

- 모니터링

제29조-제35조

최종소비자에게 

에너지공급

- 기본공급의무 및 그 예외

- 에너지 대체공급

- 공급요건 및 일반가격

- 전력 및 가스요금

- 가정용고객과의 에너지공급계약

- 전력표기, 전력계산의 투명성

제36조-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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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J�%KL

계획확정 및 

경로이용

- 계획확정 요건

- 청문절차

- 계획허가 및 계획확정결정

- 계획확정의 법적효과

- 프로젝트메니저

- 고압전기공급망 건설

- 손실보상절차

- 도로이용계약

- 양보규정

제43조-제48조

에너지공급의 

안전과 허가

- 에너지공급의 안전 및 허가

- 에너지공급안전을 위한 고려

- 공급안전에 관한 모니터링

- 공급장애시 보고의무

- 전기영역의 신규생산자본의 확대

- 전체시설등록을 위한 규제권한

제49조-53b

기 관

- 일반규정

- 연방네트워크청, 지방규제기관 및 주법에 따른 관

할기관

- 검사절차

- 카르텔기관과의 협력

제54조-제58b조

연방기관

- 기관, 자문위원회

- 연방경제기술부의 일반명령의 공표

- 독점위원회의 감정

- 학술자문

제59조-제64a조

사법절차 및 

법적보호

- 기관절차(감독조치, 조사, 국선변호인, 절차진행 

및 결정의 공표 등)

- 기간 및 형식

- 구두변론

- 조사원칙

- 청문권 침해시 지원

제65조-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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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에너지사업법 제49조에서 제53b조까지는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과 신뢰성”에 

관한 규정으로, 전기와 가스의 공급을 최대한 확실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에너지 

공급의 안정이란 한편으로는 공급의 안정, 즉 수요자에게 전기와 가스를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에너지 시설의 기술적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다. 

여기서 제50조에서 제53a조가 공급상의 안정을 위한 규정이라면, 제49조는 에너지 시

설의 기술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인 바, 동조제1항은 에너지시설 운영자에게 그 

시설의 기술적 안전을 보장할 의무, 특히 일반적으로 승인된 기술 규칙을 준수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조제2항에는 특정 협회 규칙이 준수된 경우, 일반적으로 승인된 

기술 규칙을 준수한 것으로 추정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어서 동조제3항은 유럽 국가에서 

IJ�%KL

공동규정

- 참여능력

- 비용부담 및 고정

- 전자문서전송

- 연방네트워크청에 통지

제89-제98조

승인, 

과태료부과절차

- 과태료

- 형벌규정

- 과태료부과절차 및 관할

- 법정절차 및 결정

제94조-제101조

법정절차와 관련 

공동규정

- 관할

- 규제기관의 참여

- 법원의 관할

제102조-제108조

기타규정
- 공법적 수단, 소비자고발

- 경쟁제한법과의 관계
제109조-제111조

평가 및 결정규정

- 평가보고

- 요금계약

- 소규모전력저장에 관한규정

- 행정규정

제112조-제118b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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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하게 제조, 거래된 에너지 시설에 대해서는 기술적 안전 입증을 완화하는 규정이다. 

또한 제4항과 제4a항은 시행령에 관한 규정이고, 제5, 6, 7항은 주법에 따라 관할권을 갖

는 관청이, 에너지 시설의 기술적 안전을 검사하고 관철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182) https://www.gesetze-im-internet.de/enwg_2005/__49.html<인터넷홈페이지: 2018년 8월 13일>

183) 전기, 가스, 통신, 우편, 철도 분야에서 경쟁이 촉진되도록 규제하고 공정하고 차별 없이 이들 네트워크에 접

IJ�%KL �49�(IJ��4I �M N�:Anforderungen an Energieanlagen)182)

(1) 에너지 시설은, 기술적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건축 및 운영되어야 한다. 여기서 그 외 법

률 규정의 적용 하에, 일반적으로 승인된 기술 규칙을 준수해야한다. 

(2) 이하의 경우 일반적으로 인정된 기술 규칙이 준수되었다고 추정된다.

 1. 전기의 생산, 전달, 공급시 VDE (독일전기기술협회)의 기술 규정이 준수되었을 때

 2. 가스의 생산, 전달, 공급시 DVGW (독일 가스 및 수자원 협회)의 기술 규정이 준수되었을 때

기술적 안전 규정이 에너지공급망의 운영에 관련되었을 경우, 연방 네트워크 �(Bundes-

netzagentur)183)은 기술적 안전 규정 시행의 원칙과 절차, 특히 ���도과에 대해 제29조 제1

항의 절차에 따라 보다 자세한 규정을 둘 수 있다. 여기서 연방 네트워크청은 독일 공업규

격 위원회(Deutsches Institut für Normung e. V., DIN)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3) EU의 다른 회원국 또는 유럽 경제지역에 관한 협정의 다른 회원국에 적용되는 규정이나 요

구에 맞춰 적법하게 제조되고 거래되며 동일한 안전을 보장하는 에너지 시설이나 시설의 일

부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에너지 시설의 상태에 대한 요구가 충족되었다고 본다. 근거가 

있는 개별 사안의 경우, 주법에 따라 관할권이 있는 관청의 요구에 따라 제1문의 요구가 충

족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4) 기술적 안전, 에너지 시설의 기술적 그리고 운영상의 유연성과 전기자동차의 공개된 적재장

비의 상호운용성(���	
)을 보장하기 위해, 연방 에너지경제부는 연방상원의 동의를 얻

어 법령으로써 이하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1. 이들 시설의 기술적 안정성, 그 건축과 운영에 대한 요구를 확정

 2. 제1호에 따른 요구를 담보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규정, 특히 이하를 특정

  a) 이러한 시설의 건축, 시동(��), 변경 및 확장 그리고 시설에 관계된 그 외 상황을 공지할 

것 및 어디서 공지할지

  b) a)항에 따른 공지에 어떤 증거가 첨부되어야 하는지

  c) 시설의 건축 및 운영이 있은 후 어느 정도의 시험 기간이 지나야 운영될 수 있는지

 3. 시설의 건축과 시동 전의 검사 및 검증을 규정하고, 이 검사와 검증이 관청이 인정한 전문

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함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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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을 주요 업무로 하는, 독립적인 연방 기관이다. 

https://www.bundesnetzagentur.de/DE/Allgemeines/DieBundesnetzagentur/UeberdieAgentur/Aufgaben/aufgaben-node

.html<인터넷홈페이지: 2018년 8월 13일>

IJ�%KL �49�(IJ��4I �M N�:Anforderungen an Energieanlagen)

 4. 관청의 명령권한, 특히 에너지 시설의 건설과 운영 계획이 법령에 규정된 요구에 부합하지 

않을 때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확정

 5. 관할권 있는 관청이 에너지 시설의 운영자에게 제6항 제1문에 따라 어떤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지를 특정

 6. 에너지 시설을 검사한 전문가의 인정 절차 및 다른 EU 회원국이나 유럽 경제지역에 관한 

협정의 다른 회원국의 임시 활동의 공지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특정

 7. 특히 전문가의 자격, 독립성,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문가가 제6호 그리고 그 전문가가 

속한 직업에 따라 이행해야 할 요구 및 신고의무를 확정

 8. 에너지 생산을 위한 새로운 시설의 기술적 그리고 운영상의 상호운용성에 대한 요구를 하는 것

신재생에너지법과 열병합(CHP) 에너지법에 대한 규정은 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4a) 연방 에너지경제부는 연방상원의 동의를 얻어 법령으로써 파이프라인 운영을 위한 시설을 

포함하여 가스공급망과 가스 다이렉트 라인의 기술적 안전에 대한 자문 위원회를 설치할 

권한이 있다. 이 위원회에게는 특히, 이러한 에너지 시설의 기술적 안전을 검사할 전문가가 

제4항에 따른 법령에서 확정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어떤 직무 프로필을 충족해야 하

는지 제안할 임무가 이전될 수 있다. 연방 에너지경제부는 직무 프로필을 연방 관보에 공

시할 수 있다. 특히 이하 영역으로부터 전문가를 위원회에 초빙할 수 있다.

 1. 에너지 시설의 검사에 종사하는 전문가

 2. 제1호에 따라 전문가가 속한 직업

 3. 관할권 있는 관청

 4. 에너지 시설의 운영자

(5) 주법(�)에 따라 관할권이 있는 관청은 에너지 시설의 기술적 안전에 대한 요구를 담보하

는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6) 에너지 시설의 운영자는 주법(�)에 따라 관할권 있는 관청의 요구에 따라, 제5항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적, 경제적 관계에 대한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정보제공의무자

는, 정보제공으로 인해 자기 자신이나 민사소송법 제383조 제1항 제1호에서 제3호에서 정한 

가족이 형사상 소추 또는 질서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게 될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정

보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7) 주법에 따라 관할권이 있는 관청으로부터 감독의 위임을 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임무 수

행에 필요하다면 에너지 시설의 운영자의 운영시설, 영업공간과 건물에 들어가 검사를 하고 

영업에 관련된 에너지 시설 운영자의 서류들을 열람할 수 있다.



218 지하라이프라인의 안전관리규제체계에 관한 법제 연구

이처럼 독일은 에너지사업법상 전기사업자 및 공급망운영자는 제12b조 및 제12c조에 

의해 전기발전계획을 수립할 경우, 관할 규제기관 및 감독기관에게 신고하여 계획의 적합

성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에너지사업법 제49조에 따르면, 전기사업자 및 공급망운영자

는 전기시설 및 공급망의 기술적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자세한 

기술기준에 대해서는 전기시설의 경우 독일전기기술협회(VDE)의 기술규정을 준수해야

만 한다. 

따라서 독일전기기술협회가 승인하고 인정한 전기설비 및 시설 그리고 시스템을 사용

하여야만 하며, 각 시설의 안전조치여부에 관해서는 주가 감독권을 갖는다. 대부분 주 

규제위원회 또는 주 에너지부가 이를 관리 및 감독하고 있으며, 이것이 연방에너지공급망

과 관련될 경우 연방네크워크청이 기술안전에 관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 독일은 전

기안전에 관한 기술준용 규정과 감독권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다.

② 에너지전송시스템확장법(Energieleitungsausbaugesetz: EnLAG)
184)

2009년 에너지전송시스템확장법을 통해 에너지 전환의 네트워크 확장을 위한 첫 번째 

중요한 기반이 만들어졌다. 먼저 송전망 확장에 대한 긴급한 요구는 법률에 의해 수요계

획으로 명시되었다. 이것은 필수 에너지선의 확장속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목표 중 

하나는 2015년까지 송전선로를 완성하는 것이었다. 이 법에 따라 각 지역관할로 승인된 

22개의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이 프로젝트는 소위 스타트 네트워크(Startnetz)라고 불리며 

이는 독일의 모든 추가적 전송시스템 확장을 위한 기반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③ 네트워크 확장가속화법(Netzausbaubeschleunigungsgesetz: NABEG)
185)

네트워크 확장을 위한 두 번째 주요 기반은 2011년 에너지 전환 결정에 따라 네트워크 

확장가속화법에 배치되었다. 2011년에 통과된 이 법은 수 개의 연방 주나 국경을 넘는 

184) BGBl. I S. 2870, https://www.jurion.de/gesetze/enlag/<인터넷홈페이지: 2018년 8월 13일>

185) 네트워크 확장에 모든 것, 즉 네트워크 확장의 다양한 단계, 계획의 현재 상황 및 예정된 행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https://www.netzausbau.de.<인터넷홈페이지: 2018년 8월 13일>



제4장 주요국의 지하라이프라인 안전관리 법제 분석 219

경우 연방필수계획법에 따라 네트워크 확장 프로젝트를 계획하는 것을 수월하게 한다. 

연방부문계획의 틀 내의 이러한 프로젝트의 경우 연방네트워크청은 초기 대중 참여를 

바탕으로 네트워크 경로를 계획하고 승인한다. 연방네트워크청은 네트워크 확장 프로젝

트의 계획 승인 절차도 담당하므로 전송경로를 정확하게 확정할 수 있다.

이 법안의 목적은 필수 네트워크 확장을 가속화함과 동시에 사업자, 관청 및 시민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것이다.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단계 프로세스가 마련되어 

있다.

연방네트워크청의 임무 중 하나는 시나리오 프레임워크의 승인이다. 전송 네트워크 운

영자는 시나리오 프레임워크에 독일 에너지환경의 예상되는 발전을 설명한다.

연방네크워크기구는 매 10년 동안의 확장요구사항을 나열한 네트워크 개발계획을 검

토하고 확인한다. 또한 매 3년 마다 연방필요계획 초안을 연방정부에 송부한다. 뿐만 아

니라 계획된 프로젝트의 환경영향을 평가하고 연방부문계획의 틀 내에서 지역계획에 관

여한다.

④ 연방수요계획법(Bundesbedarfsplangesetz: BBPlG)
186)

2013년 발효된 연방수요계획법에 따라 네트워크 확장을 위한 가장 최신의 기반이 설정

되었다.187) 연방수요계획법은 열거된 프로젝트에서 에너지경제상 필요성과 안전하고 신뢰

할 수 있는 네트워크 운영을 보장하여야 할 긴급한 요구를 확인한다. 송전네트워크 분야에

서 전기망 건설을 위한 중요수단은 연방수요계획법에 포함된 연방수요계획이다. 이러한 

계획은 에너지 전환을 위한 네트워크 개발계획 토대와 근해 네트워크 개발계획에서 확인

된다. 소위 증축 네트워크라고 불리는 이 43개 프로젝트는 현재 스타트 네트워크의 실행을 

필요로 한다. 네트워크 확장가속화법에 따르면 지역 간 또는 국경을 넘는 초고압 송전망에 

대한 계획 및 승인 절차는 연방네트워크청의 연방수요계획법에 따라 수행하고 있다.

186) https://www.gesetze-im-internet.de/bbplg/BJNR254310013.html<인터넷홈페이지: 2018년 8월 13일>

187) https://www.netzausbau.de/wissenswertes/recht/bbplg/de.html<인터넷홈페이지: 2018년 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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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말에 연방수요계획법의 프로젝트 목록이 조정되었다. 네트워크 개발계획 2024188)

의 결과로 입법자는 연방수요계획에 11개의 프로젝트를 포함시켰다. 동시에 에너지 전환

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증명된 5가지 프로젝트189)는 계획 목록에서 삭제되었

다. 현재 총 65개의 프로젝트190)를 시급하게 구현하여야 한다.191)

연방수요계획법상의 주요내용으로 제3조에 연방자연보호법상의 금지에 대한 초고압직

류송전망의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4조제1항에 지중초고압교류송전망의 시범

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특히, 주택으로부터 200-400미터 이내에 가공선로의 설치를 금지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동법 제12e조 제1항 및 제4항에서 연방정부는 연방수요계

획법에 근거하여 매 4년마다(2015년부터 3년으로 변경) 장래에 설치될 초고압송전망의 목

록을 포함된 연방수요계획 초안을 작성하여 연방의회에 제출하여야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전기공급망의 기술적 안전성과 시스템 안전성 확보를 위한 명령(Verordnung zur 

Gewährleistung der technischen Sicherheit und Systemstabilität des 

Elektrizitätsversorgungsnetzes (Systemstabilitätsverordnung - SysStabV)
192)

이 명령 제1조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와 갱내(45)가스 그리고 고주파 및 저주파에 의

한 열병합에 의한 발전설비(의 규제)를 통해 전기 공급망의 안전성에 대한 위험을 줄이는

데 있다고 정하고 있다. 특히, 동 명령 제2조에서는 실질적인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188) https://www.netzausbau.de/bedarfsermittlung/2024/de<인터넷홈페이지: 2018년 8월 13일>

189) 4개의 연방수요계획과 1개의 에너지전송확장법의 수요계획이다.

190) 에너지전송확장법에 따른 22개의 프로젝트(스타트 네트워크), 연방수요계획법에 따른 43개의 프로젝트(증축 

네트워크)이다.

191) https://www.bmwi.de/Redaktion/DE/Artikel/Energie/stromnetze-und-netzausbau-regulierung-rahmenbedingungen.html<인

터넷홈페이지: 2018년 8월 13일>

192) http://www.gesetze-im-internet.de/sysstabv/<인터넷홈페이지: 2018년 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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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동명령 제3조제1호에서 “설비”란 “2008년 10월 25일 제정(BGBl. I S. 2074)되

어 2011년 12월 31일 개정된 재생에너지법(Erneuerbare-Energien-Gesetz) 제3조 제1호의 

의미에 따른 설비와 2002년 3월 19일 제정(BGBl. I S.1092)되어 2011년 12월 31일 개정된 

열병합발전법(Kraft-Wärme-Kopplungsgesetz) 제3조 제2항의 의미에 따른 열병합설비를 

말한다. 2008년 10월 25일 제정되어 2011년 12월 31일 개정된 재생에너지법 제6조제3항

193) http://www.gesetze-im-internet.de/sysstabv/__2.html<인터넷홈페이지: 2018년 8월 13일>

제 2 조[실질적인 적용범위]193) (1) 이 명령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태양광발전설비의 개보수에 

적용된다.

1. 다음 각 목의 최대전력을 갖는 저전압망(Niederspannungsnetz)

  a) 2005년 8월 31일부터 2012년 1월 1일까지 운용된 발전설비로 10㎾ 이상의 최대전력을 

갖는 저전압망 

  b) 2001년 4월 30일부터 2012년 1월 1일까지 운용된 발전설비로 100㎾ 이상의 최대전력을 

갖는 저전압망

2. 2001년 4월 30일부터 2009년 1월 1일까지 운용될 설비로 30㎾ 이상의 최대전력을 갖는 중

전압망(Mittelspannungsnetz)

(2) 또한 이 명령은 제2문에 비례하여 다음 각 호의 개보수에도 적용된다. 

1. 다음 각 목의 열병합발전 설비

  a) 5000㎾ 이상의 최대전력

  b) 1999년 12월 31일 이후 100㎾ 이상 5000㎾ 이하의 최대전력

2. 450㎾ 이상의 최대전력을 갖는 풍력발전 설비

3. 100㎾ 이상의 최대전력을 갖는 고체상태의 바이오매스(Biomasse) 발전설비

4. 1999년 12월 31일 이후 100㎾ 이상의 최대전력을 갖는 바이오 매탄, 매립지가스배수가스, 

갱내가스를 포함한 가스 또는 액체상태의 바이오매스 발전설비 

5. 100㎾ 이상의 최대전력을 갖는 수력 발전설비

제1문은 다음 각 호의 설비의 개보수에도 적용된다. 

1. 2004년 9월 1일 전에 운용된 경우 최고전압망(Höchstspannungsnetz)을 갖춘 설비

2. 2004년 9월 1일 전에 운용된 경우 고전압망(Hochspannungsnetz)을 갖춘 설비

3. 2009년 1월 1일 전에 운용된 경우 중전압망을 갖춘 설비

4. 2012년 7월 1일 전에 운용된 경우 저전압망을 갖춘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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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제2항 제1호에 의미에 따른 설비에 준용되어야 한다. 동일한 부지에 직접적으로 상호 

연관된 다수의 열병합 설비는 제2조 제2항 제1문 제1호에 언급된 성능한계와 관련하여, 

동일한 부지에 직접적으로 상호 연관된 다수의 열병합 설비가 12개월 동안 연속적으로 

운용된 경우, 하나의 열방합설비로 간주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동 명령 제4조는 “저전압망 태양광에너지 발전설비의 정류기에 대한 개보

수와 관련된 의무” 규정을, 제5조는 “중전압망 태양복사에너지 발전설비의 정류기(67

8)에 대한 개보수와 관련된 의무”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동 명령 제6조는 “송전

망운영자의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규정으로 “송전망운영자는 자신의 공급망 영역에 연결

된 전기배전망 운용자에게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개보수에 필요한 정보를 이 명령이 

발효 후 8주 내에 작성해야 하며, (이를) 자신의 공급망 영역에 연결된 전기배전망 운용자

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정보에는 제4조 및 제5조에 기술된 선택지 중 무엇에 

따라 정류기를 개보수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제4조 제3항 및 제5조 제2항에 따른 선택지

의 상황에서 어떤 주파수 값이 설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고 정하

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3장에 “제2조제2항에서의 설비에 관한 개보수”에 관한 규정으로 제11조

에 “개보수의 준비”, 제12조에 “개보수를 위한 요청”, 제13조에 “제2조 제2항에 따른 설비

운용자의 의무”, 제14조에 “결합해제를 통한 보호장치의 개보수를 위한 의무”, 제15조 “예

외상황”, 제16조에 “예외요청 및 예외상황의 증명”, 제17조에 “예외요청의 심사 및 결과의 

통지”, 제18조 “개보수를 위한 기간”, 제19조 “성능통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더욱이 동명령 제12조제1항에서 “송전망운영자는 매년 12월 1일까지 제11조 내지 제

19조에 따른 개보수상태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연방네트워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에너지사업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절차에서 보고서의 내용과 형식을 확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즉 동명령 제12조제2항에 “공급망운용자는 송전망운영자 또는 각각의 선행 

전기배전망 운영자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2016년 3월 14일부터 분기

마다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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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하케이블194)

전기는 공중전선을 통해 지상으로 또는 지하케이블을 통해 지하로 전송될 수 있다. 독

일 배전계통 영역에서는 접지된 전력선이 일반적이다. 초고전압 영역에서 장거리 수송은 

현재까지 일반적으로 공중전선을 통해 이루어졌다. 현재 특히 회전전류(교류)가 사용된

다. 그러나 장래에는 남북방향의 주요 전기 고속도로에서 고전압직류전송선이 사용될 것

이다.

2015년 10월 연방내각은 직류분야에서 지하케이블 사용증가를 허용하였다. 이에 따라 

연방내각은 더 빠르고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확장과정을 설정했다. 2015년 

12월 3일 연방의회는 연합정당이 개정한 법안195)을 통과시켰고, 이 법안196)은 2016년을 

맞아 시행되었다.

초전압 공중전선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거주하는 곳에는 금지되어 있다. 이른바 내부 

지역(예: 도시 또는 마을)의 주거용 건물로부터 적어도 400m, 이른바 외부 지역의 주거용 

건물로부터 적어도 200m의 거리를 두고 건설될 수 있다. 그 외에도 공중전선은 기존의 

도로가 추가적 환경영향 없이 사용될 수 있거나 지역 당국이 지역적 우려로 인해 공중전

선을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자연보호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다.

회전전류(교류) 프로젝트의 경우 지하케이블 사용은 경험을 축적하고 기술개발을 촉진

하기 위해 시범 프로젝트의 일부로 계속 테스트될 것이다. 지금까지 초전압 수준의 회전

전류 범위에서 지하케이블을 사용하는 것은 독일 및 다른 유럽국가에서는 거의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교류케이블은 직류케이블과는 다른 방식으로 네트워크에 통합된다. 회전

194) https://www.bmwi.de/Redaktion/DE/FAQ/Energieleitungsbau/faq-energieleitungsbau.html<인터넷홈페이지: 2018년 

8월 13일>

195) Drucksache 18/4655, 문제점 및 목표, 해결방안 및 대체수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이 법률안에서 담고 있다. 

https://www.bmwi.de/Redaktion/DE/Downloads/G/gesetzentwurf-zur-aenderung-von-bestimmungen-des-rechts-des-en

ergieleitungsbaus.pdf?__blob=publicationFile&v=1.<인터넷홈페이지: 2018년 8월 13일>

196) Gesetz zur Änderung von Bestimmungen des Rechts des Energieleitungsbaus; https://www.buzer.de/gesetz/11871

/index.htm<인터넷홈페이지: 2018년 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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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류 전송선은 여러 개의 입․출구가 있는 고속도로처럼 네트워크의 다른 부분에 연결되

어 있지만(방사형 네트워크라고도 함) 직류전선은 A에서 B로의 비행연결(소위 지점 간 

연결)과 유사하다. 직류전선과는 대조적으로 회전전류선에 문제가 발생하면 주변의 전체 

네트워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기술적 과제(방사형 네트워크에서 지하케이블의 동

작 및 고장의 빈도와 지속시간 등)는 안전한 전력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을 계속하기 

전에 먼저 규명되어야 한다. 회전전류케이블에는 직류케이블보다 많은 부품이 필요하다. 

추가적 구성요소는 전송망의 회선 장애 및 중단 위험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테스트 후 

사용해야만 하는 것이다.

연방정부는 모니터링 과정에서 초고전압 회전전류케이블의 진행 상황을 검가하고 있

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의 라에스펠트(Raesfeld) 시범 프로젝트에

서 현재 실제 경험이 수집되고 있다. 3.5km 길이의 케이블에서 새로운 기술의 장단점이 

평가되고 있다.197)

경험을 축적하기 위해 입법자는 회전전류 범위에서 지하케이블 연결 가능성을 적절히 

확장하였다. 이전 4개 프로젝트 대신 현재 에너지전송시스템확장법 및 연방필수계획법에 

따른 11개 프로젝트가 지하케이블링을 위한 시범 프로젝트로 계획되고 있다. 공중전선이 

주거용 건물과 일정 거리 이하일 경우 각 시범 프로젝트에서 지하케이블을 기술적․경제

적으로 효율적인 하위 영역에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지하케이블의 사용가능성 기준이 모

든 시범구간에 적용된다. 앞으로 선로는 종(Art)이나 지역의 보호 및 라인 강이나 엘베 

강과 같은 광범위한 연방수로를 건너기 위해 지하에 놓일 수 있다.198)

197) 이 연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bmwi.de/Redaktion/DE/Publikationen/Energie/consentec-technische-p

lanerische-regulatorische-bewertung-der-erdkabel-projekte-nach-enlag-und-bbpig.html<인터넷홈페이지: 2018년 8월 1

3일>

198) https://www.bmwi.de/Redaktion/DE/Artikel/Energie/stromnetze-und-netzausbau-regulierung-rahmenbedingungen.html<인

터넷홈페이지: 2018년 8월 13일>



제4장 주요국의 지하라이프라인 안전관리 법제 분석 225

4) VDE(독일 전기기술협회)

독일 전기기술협회(Verband Deutscher Elektrotechnicker, VDE)는 1920년 창설된 전기, 

전자 및 정보기술에 관한 민간단체로서, 현재 약 34000여명의 회원을 갖고 있는 유럽내 

가장 큰 과학단체 중 하나이다. 독일전기기술협회는 프랑크푸르트에 소재하고 있으며, 

엔지니어 및 학자, 기술자 등의 개인회원뿐만 아니라, 기업 및 전기유틸리티와 같은 단체

회원도 가입되어 있는데 연방당국과 기관도 여기에 포함된다.199) 

앞서 언급한 것처럼 독일의 에너지사업법 제49조 2항 1호에 의하면 전기시설의 안전에 

관한 기준은 독일전기기술협회의 기술규정(VDE-Bestimmung)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독일연방정부는 직접적으로 전기안전규제를 입법화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기준의 전문성

을 확보하기 위해 독일전기기술협회의 기술규정을 준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200) 이

처럼 독일전기기술협회의 기술규정의 경우에 전기기구의 제조와 조작 및 전기장치의 거

치, 조작에 관한 규정, 특성, 치수, 시험 등의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다.201) 독일전기기술협

회에서는 시험소가 있으며 다음 3단계의 인증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독일전기기술협회의 인증서비스>202)

199) https://www.vde.com/tic-ko/marks-and-zertificates/vde-approved-products<인터넷홈페이지: 2018년 8월 13일>

200) 다만 기술적 안전규정이 에너지공급망의 운영과 관련 되어 있을 경우, 연방 네트워크청이 기술적 안전규정의 

시행원칙과 절차, 특히 기간도과에 대해 보다 자세한 규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다. 

201) 전기 안전기준에 관해 사양, 가이드라인 등으로 구분하여 코드화 하여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회원들에게 

공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202) https://www.vde.com/tic-de<인터넷홈페이지: 2018년 8월 13일>

-.O%(Zeichenprüfung/Approval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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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Gutachten) 비대량생산품의 경우 증명서 발행

정보검사(Informationsprüfung) 신청자의 정보용 검사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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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의 기술규정이기 때문에 실효성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판단할지 모르지만, 연

간 2100여개 국내마크 및 1900개 외국기업에 대해 매년 약 16,000건의 시험을 실시하여 

각종 인증 및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을 정도로 독일 내에서는 공신력이 인증되는 기

관이며, 독일연방정부 역시 전기기술 및 안전에 관한 기술시험 및 평가에 대해서 독일전

기기술협회에 의뢰하고 있다. 따라서 독일전기기술협회가 작성한 기술규정에 부합해야만 

각종 인증마크를 부여받고 안전성 평가를 통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9) 역시 연방

에너지사업법을 따르고 있으므로 전기기술의 안전에 관한 독일내 실질적인 지침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203)   

① 케이블 및 전선 테스트 및 인증

케이블 및 전선은 전기 엔지니어링 산업에서 전력 분배 및 에너지 사용의 중심이다. 

중요한 기능 때문에 안전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케이블 및 전선이 손상된 경우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VDE 연구소204)는 에너지, 신호 및 데이터 전송을 위한 케이블 

및 전선을 테스트하거나 및 인증심사를 한다. 이를 통해 필수적 안전 및 품질유지에 크게 

기여한다.

VDE 연구소에서는 절연 호스 및 테이프에서부터 신체보호장비 및 전압 테스터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테스트 및 인증을 수행한다. 테스트 및 인증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인정된다.

시험은 국내 및 국제조화표준을 토대로 지침의 요구사항에 따라 수행된다. 또한 개발 

단계에서 시험 및 지원을 제공한다.

203) 바이에른주 경제교통기술부가 작성한 소형태양에너지발전시설에 관한 공고문(2013. 05. 22)의 경우, 저전압에

서의 전기공급 이용 및 전기공급의 일반적 요건에 관한 시행령 위반여부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면서, 시설안전을 

위해 에너지사업법 제49조에 따라야 하며, 특히 전기설비 및 시설의 경우 독일기술협회(VDE 0100)에 따라 “감

전으로부터의 보호, 열로 인해 발생하는 영향에 대한 보호, 과전류로 인한 전선 및 설비의 보호, 전기전송오류에 

대한 보호, 과전압에 대한 보호, 전기공급중단에 대한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

204) https://www.vde.com/tic-ko<인터넷홈페이지: 2018년 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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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화재시험센터

VDE 연구소의 케이블과 전선의 화재형태에 대한 최첨단 시험센터는 업계 측의 화재시

험의 높은 수요를 충족한다. 할로겐을 함유하지 않은 제품의 테스트 외에도 할로겐을 함

유한 케이블 및 전선의 테스트가 가능한 것은 매우 효과적인 배기가스 정화 시스템 덕분

이다. 시험의 또 다른 주요 목적은 케이블과 전선의 연소 중에 생성될 수 있는 독성 가스

를 탐지하는 것이다. VDE 연구소는 화재시험센터를 건설할 때 최고의 안전 및 환경 보호 

기준을 설정하였다. 배기가스 정화로 인해 오염물질이 가능한 한 대기로 방출되는 것을 

방지한다.

․ DIN EN 50173 또는 IEC205) 11801에 따른 데이터 케이블의 화재형태

․ EN 50399(BauPVO의 틀에서)와 VDE 및 IEC 표준(예: IEC/EN 60332-3-21에서 25 

또는 VDE 0472-804)

․ EN 60332에 따른 단일 화재 테스트(ISO 6722에 따른 자동차 테스트)

․ EN 61034 및 EN 50399에 따른 연기 밀도 측정

․ 독성 가스의 검출(예: EN 60754-1/-2에 따른 할로겐 산 함량 또는 산도 측정)

․ 다른 기준에 따른 할로겐 미함유 및 독성 지수 결정

․ 자동차 라인 테스트(UN ECE206)-R118207), VDE는 KBA208)의 기술 서비스로 인정

됨) 및 철도 라인

․ EN 50200 및 EN 50362에 따른 절연체 무결성 점검 및 IEC 60331에 따른 기능 

유지 보수

205)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국제전기기술위원회.

206)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of the United Nations. 

207) https://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OJ:L:2010:177:0263:0289:EN:PDF<인터넷홈페이지: 2018

년 8월 13일>

208) Kraftfahrt-Bundesamt, https://www.kba.de/DE/Home/home_node.html<인터넷홈페이지: 2018년 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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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 스

독일은 자율규제기관으로 독일연방 가스․수도기술자협회(DVGW: Deutscher Verein 

des Gas- und Wasserfaches/ German Technical and Scientific Association for Gas and 

Water)를 두고 있다. 이처럼 독일연방 가스수도 기술자협회는 독일의 에너지사업법 제16

조에 명시적으로 근거를 두어서 독일 연방정부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가스/수도 분야 

규율제정기관(Regelsetzer)이다. 동 기관은 자체적인 규율기준(DVGW-Reglen)을 제정하

여 산업 측에서 동 규율기준과 독일 기술표준(DIN)을 준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즉, 독일 가스․수도 기술자협회는 법률상으로 권한을 위임받은 기술규율을 정립하는 

기관이고, 기타 전문적인 자율규제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며, 동 협회는 가정용 및 산업용 

등 각종 가스기구와 배관을 포함한 각종 수자원 관련 기기에 대한 인증업무 역시 담당하

고 있다.

따라서 독일에서 가스 및 수자원협회(DVGW)는 고성능 가스공급을 보장하며, 고효율 

안전규정은 가스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많이 이용되는 에너지원 중 하나임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1) 가스공급 안전 피라미드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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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 에너지사업법

▪ 법규명령

   - 저압연결령(배관망 연결 및 저압가스수송을 위한 망사용에 관한 일반적 사항에 

관한 법규명령: Verordnung über Allgemeine Bedingungen für den Netzanschluss 

und dessen Nutzung für die Gasversorgung in Niederdruck: Niederdruckansch-

lussverordnung: NDAV)209)  

   - 가스고압수송령(Gashochdruckleitungsverordnung: GasHDrLtgV)210): 최고허용운용

압력이 16Bar를 넘는 가스압력장비에 대하여 적용되고(동령 제1조 제1항), 가압, 

감압장비를 비롯하여 측정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 연소령(Feuerungsverordnung: FeuVO)211)

   - 산업안전령(Verordnung über Sicherheit und Gesundheitsschutz bei der Verwendung 

von Arbeitsmitteln: Betriebssicherheitsverordnung: BetrSichV)212): 산업안전 법규명

령은 산업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그 안전과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동 산업안전령에서는 산업장비의 선택과 설치 이전에 

위험판단(Gefährdungsbeurteilung)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동 령 제3조 제2항), 

가스를 이용하는 산업현장에서 관련 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전문 인력 등에 의

하여 위험성 여부를 사전 판단하도록 하여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 기술규정

   - DVGW(독일 가스 및 수자원협회) 규정213)

   - DIN(독일산업표준협회)214) 표준215)

209) https://www.gesetze-im-internet.de/ndav/<인터넷홈페이지: 2018년 8월 13일>

210) http://www.gesetze-im-internet.de/gashdrltgv_2011/<인터넷홈페이지: 2018년 8월 13일>

211) http://sl.juris.de/sl/FeuerAnlV_SL_2014_rahmen.htm<인터넷홈페이지: 2018년 8월 13일>

212) https://www.gesetze-im-internet.de/betrsichv_2015/BetrSichV.pdf<인터넷홈페이지: 2018년 8월 13일>

213) https://www.dvgw.de/leistungen/regeln-und-normen/<인터넷홈페이지: 2018년 8월 13일>

214) Deutsches Institut für Normung e.V.

215) https://www.din.de/de/ueber-normen-und-standards/din-norm<인터넷홈페이지: 2018년 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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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명령

   - 공장표준

   - 운영지시

2) 강력한 인프라 시스템216)

안전과 환경보호를 국가의 존재 목적으로 삼고 있는 독일은 유럽 및 국제적 비교에서 

선도적인 지위를 차지한다. 독일의 가스공급과 관련하여 독일은 점점 유럽의 물리적 가스 

허브가 되고 있다. 550,000 km가 넘는 운송 및 유통망은 최상의 수준이다. 손해 및 사고 

건수는 전 세계적으로 수년 동안 낮은 수준이었다. 약 1천억 kWh/a에서 가스망은 이미 

전력망의 에너지 양(약 5,400,000,000 kWh/a)의 거의 2배를 수송한다. 장래의 가스 인프

라 시스템은 다양한 가스(천연 가스, 바이오 메탄, 수소, 합성가스 등)에 대한 수집 시스템

이 될 것이다. 이러한 자산의 가치보존은 독일 가스 및 수자원협회(DVGW)의 관점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①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가스 기반 시설

독일의 가스 기반 시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중 하나이다. 천연가스는 원천에

서 각 가정에 이르기까지 잘 발달된 지하 파이프라인 망을 통과한다. 지하 파이프라인은 

보이지 않게 잘 보호되어 있다. 수많은 이동 및 압축기 스테이션, 지하 저장과 제어 및 

측정 시스템이 천연 가스 망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수십 년에 걸쳐 개발된 이 가스기

반시설은 독일과 유럽에서 신뢰할 수 있는 공급을 위한 근본이며,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 

중 하나이다.

독일의 가스 산업은 특히 가스 및 수자원협회(DVGW)의 계획, 건설 및 운영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기반으로 최대한의 기술 안전을 보장하고 있다. 수십 년 동안 달성된 높은 

기준으로 인하여 독일의 가스 기반 시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가스 인프라 중 하나이

216) https://www.dvgw.de/themen/sicherheit/versorgungssicherheit-gas/<인터넷홈페이지: 2018년 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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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손상이나 사고에 대한 국제 비교에서 독일은 지구를 13번 정도 돌 수 있는 매우 복잡

하고 밀도가 높은 파이프라인 망에도 불구하고 최고 점수를 받았다.217)

독일은 가스 기반 시설 계획부터 건설, 운영에 이르는 과정에서 인간과 환경의 보호가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바, 이는 가스 및 수자원협회(DVGW)의 통합 안전개념에 

명확하게 반영되어 있다. 가스 및 수자원협회(DVGW)는 엄격한 규칙뿐만 아니라 제품, 

사람, 서비스 제공업체 및 사업자의 자격 및 인증을 규정한다.218) 이에 덧붙여 안전조

치219)를 통해 가스공급업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② 통계평가 결과 높은 안전성 수준

가스 손상 및 사고 통계220)는 가스 및 수자원협회(DVGW) 안전개념의 기초를 형성한

다. 가스 손상 및 사고 통계는 1981년 이래 가스 및 수자원협회(DVGW)가 선도하고 있으

며, 가스 및 수자원협회(DVGW) 워크시트 G 410221)에 규정되어 있다. 모든 가스망사업자

는 가스가 실수로 방출된 사건을 보고하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실습을 위한 기술, 프로세스 개선, 추가 교육 및 정보 측정이 지속적으로 개발되

고 있다.

3) 독일의 모든 가스기반시설 표준

독일의 가스기반시설은 기술적으로 최고 수준이며,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다. 가스 기반

시설은 천연가스의 공급을 확보하며 전기, 산업, 열 및 이동성 부문 간을 연결하는 

217) https://www.dvgw.de/themen/sicherheit/technische-sicherheit-gas/<인터넷홈페이지: 2018년 8월 13일>

218) https://www.dvgw.de/leistungen/pruefung-und-zertifizierung/<인터넷홈페이지: 2018년 8월 13일>

219) 예를 들면 ‘건설 중 손상 최소화를 위한 전국 라인 운영자협회’(Bundesweite Arbeitsgemeinschaft der Lei-

tungsbetreiber zur Schadensminimierung im Bau: BALSIbau) 및 ‘라인 연구를 위한 연방정보시스템’(Bundesweite 

Informationssystem zur Leitungsrecherche: BIL)이 있다.

220) 가스 손상 및 사고를 줄이고 회피하기 위한 체계적인 유지관리전략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고 정보는 가스 손

상 및 사고 통계에서 수집되고 있다. 수집된 정보는 전적으로 익명으로 처리되며, 연방 및 주정부뿐만 아니라 

관련 사업자 역시 수집된 정보를 보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221) https://www.dvgw-regelwerk.de/plus/#technische-regel/dvgw-arbeitsblatt-g-410/8ea598<인터넷홈페이지: 2018년 8

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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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고리이다.

가스 및 전기 네트워크 운영자를 규제하기 위해 에너지사업법(Energiewirtschaftsgesetz: 

EnWG) 및 우대규정(Anreizregulierungsverordnung: ARegV)222)은 품질 요소의 도입을 규

정한다. 이것은 주로 망 안정성 또는 망 성능과 관련이 있다.

4) 공급 보안

① 전체적인 공급 보안 고려

과거에는 몇몇 가스회사의 손에 가스 공급이 맡겨졌으며, 고객에게 안전하게 공급하는 

것에 대한 책임도 지고 있었다. 가스시장 자유화의 결과로 가스의 공급, 운송, 유통 및 저

장이 분리되어 많은 신규 회사들이 가스시장에 진입하였다. 가스 및 수자원협회(DVGW)

는 안전한 가스공급이라는 측면에서 이해관계로 묶여져 있다. 가스 공급이 중단되면 심각

한 경제 손해가 발생할 뿐 아니라 독일과 유럽 시민의 삶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 따라서 

가스공급 보안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② 천연가스 공급 보안에 관한 EC 명령 개정(천연가스-SoS-규정: Erdgas-SoS-VO)
223)

2014년 10월 16일 유럽집행위원회는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2014/15년 겨울의 가스 공

급 상황)의 일부로 천연가스 공급 보안 규정224)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발간했다. 그것은 

규정의 이행을 평가하고 개정을 위한 접근법을 정의한다. SoS 규정의 개정 가능성에 대

비하여 2015년 1월 15일 유럽집행위원회는 협의를 시작했다.

특히 유럽집행위원회는 2015년 4월 8일까지 규정의 규칙과 관련된 총 40개 질문에 답

변해야 한다. 독일의 가스 및 수자원협회(DVGW)는 기술적․과학적 협회로서의 목적에 

비추어 기술적이고 조직적 배경으로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222) https://www.gesetze-im-internet.de/aregv/<인터넷홈페이지: 2018년 8월 13일>

223) https://www.dvgw.de/themen/sicherheit/versorgungssicherheit-gas/<인터넷홈페이지: 2018년 8월 13일>

224) (EU) Nr. 994/2010 (SoS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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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핵심성명은 가스 및 수자원협회(DVGW)의 답변에서 언급되었다:

▪ 전용 수송선의 국경 교차점에서의 출구 용량과 최대로 이용 가능한 인출 속도 대신 

현실적인 인출 속도를 고려하여 N-1 규칙을 개선하기 위한 제안이 이루어졌다.

▪ 역류는 기본적으로 유연성을 나타내지만 개별적인 경우에는 기술적 측면(예: 냄새 

제거)과 관련하여 특별히 조사해야 한다.

▪ 가스 및 수자원협회(DVGW)는 유럽 전역의 통일된 시스템에 따라 예방계획을 수립

하기를 바란다. 이 계획은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하며, 영어로 공표한다. 

▪ 가스 및 수자원협회(DVGW)는 지역 병목 현상에서 불평등한 대우를 방지하기 위해 

회원국 내 보호 고객의 정의의 조화를 요구한다.

▪ 공급표준은 의도된 법적 과제에 따라 모든 시장 참가자의 상호작용에 의해 유지되

어야 한다. 

▪ 원칙적으로 기술적인 조건과 가용성이 확보되면 모든 액체 공급원을 선택할 수 있다. 

병목 현상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기술 및 운영의 관점에서 빠른 가용성이 중요하다.

▪ 저장시설은 외부 유입 및 과부하 상황, 특히 독립적인 공급원이 거의 없는 네트워크 

지역의 경우 안전한 작동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유일하게 국지적 접근 가능한 공급

원으로 간주된다.

5) 고압가스관에 대한 명령(Verordnung über Gashochdruckleitungen 

(Gashochdruckleitungsverordnung - GasHDrLtgV)

동명령 제1조는 적용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동조제1항에 “이 명령은 에너지

산업법에 따른 에너지공급시설로서 가스를 공급하는데 기여하고 최대 작동압력이 16bar

를 초과하여 설치된 고압가스관의 설비와 운용에 관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조제2항에서 “고압가스관에는 배관의 작동에 기여하는 설비, 특히 압축, 이완, 제어 및 

측정기뿐만 아니라 가스조달 및 가스공급을 최적화하기 위한 배관 또는 배관시스템이 

포함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어서 동조제3항에 “이 명령은 광산법에 따른 운용계획절차

가 적용되는 고압가스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마지막으로 2010년 11월 9일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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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정(BGBl. I S. 1504)되었던 2002년 9월 27일 입법된 장거리 파이프라인을 위한 명령

(BGBl. I S. 3777, 3809)의 의미에 따른 원료를 운송하기 위한 장거리파이프라인 설비에

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동명령 제2조제1항은 “고압가스관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요구사항에 적합해야 하

며, 주변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피할 

수 있는 기술표준에 따라 설비되어야 하고 운용되어야 한다”고 “일반적인 요구사항”에 

관한 규정하고 있다. 

즉, 동 명령 제3조는 “설비에 있어서 요구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 3 조[설비에 있어서 요구사항] (1) 고압가스관은 예상되는 하중에 안전하게 견딜 수 있고 (가

스가) 새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고압가스관은 외부부식(��) 및 필요한 경우에는 내부부

식(��)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광산지역의 배관의 경우 대지의 움직임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을 고려하여야 한다. 

(2) 고압가스관은 저장 및 운용의 안전을 위하여 보호통로(Schutzstreifen) 안에 놓여야 한다. 

고압가스관의 경로와 운용을 위해 필요한 밸브의 위치는 표시판, 말뚝 또는 표식을 통해 표시

하여야 한다.

(3) 고압가스관은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고압가스관을 

덮는 토양의 높이는 지역적 조건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 특히 배관이 보호통로 내에서 허용

되는 (여타의) 사용에 의해 위험에 처져지지 않아야 한다. 고압가스관을 덮는 토양은 영구적

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4) 고압가스관은 다음 각 호의 장비와 함께 설비되어야 한다.

1. 운용 및 운용이 정지된 중에 허용되지 않는 압력을 방지하는 방지장치 

2. 중요한 운용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운용압력을 측정하고 표시하는 설비

3. 빠르고 안전하게 가스배관의 운용을 언제든지 멈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접근 가능한 

장소에 존재하는 배관설비의 차단밸브 및 연결 장치

(5) 고압가스관과 여타의 배관이 하나의 경로에 놓이게 되는 경우, 배관의 안전에 상호 영향

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한 예방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이는 고압가스관이 여타의 배관과 교차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6) 가스의 축적이 예상되는 지역, 특히 맨홀, 압축, 이완, 제어 및 측정기가 설치된 지역에서

는 가스가 가지는 본질적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예방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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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동명령 제4조에 “고압가스 운영자로 하여금 운영에 있어서 요구사항”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제 4 조[운용에 있어서 요구사항] (1) 고압가스관의 운영자는 고압가스관을 규정에 따른 상태로 

유지시켜야 하며, 감시해야 하고 점검해야 한다. 그는 필요한 유지관리 조치를 즉시 해야 하

며,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에는 특히 다음 각 호의 조치가 요구

된다. 

1. 고압가스관의 경로가 규정에 따른 이격거리에 놓여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경로에 

따라) 통행, (배, 자동차 또는 배를 통해) 운행하여야 한다. 시간적 간격(Zeitabstände)을 확정

하는 경우 지역적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적어도 독일 가스수도협회의 업무표G 466-1에 

정해진 시간적 간격(Zeiträume)을 고려하여야 한다.

2. 고압가스관의 운용을 위해 상시적으로 보고를 수신할 수 있고, 장애사항을 즉시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작할 수 있는 운용장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장애를 제거하고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상시적인 대기근무자가 존재하여야 한다. 대기근무

자는 파생적인 손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할 수 있고, 필요한 수리를 즉각 이행할 수 있으며, 

요구되는 조치, 특히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전문가로 구성되어 배치되어

야 한다.

(2) 고압가스관에 대한 본질적인 운용방식, 규정에 따른 검사 및 유지관리는 문서화되어야 한다.

(3) 고압가스관의 운용자는 운용관리의 본질적인 부분으로서 기술적 안전의 보장을 위해 적어

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관리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1. 수직적 조직체계 내에서 관할과 책임이 확정된 명확한 운영조직 

2. 고압가스관의 정해진 방식에 따른 운용과정, 운용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위험내용의 조사

와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포함하여 모든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규정 

3. 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관의 감시, 운용방식의 문서화 그리고 제2항에 따른 감시정보를 위

한 규정

4. 정기적인 인력교육을 위한 규정

운용자는 정해진 방식에 따른 운용, 운용을 함에 있어서의 장애 및 감시를 위해 요구되는 지

시사항(Anordnung)을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하고 모든 직원 및 (업

무가) 위임된 사람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만일 고압가스관의 운용자가 독일 가스수도협회의 기술적 안전관리시스템 또는 이와 비교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적용하였고, 공정한 외부기관에 의해 이러한 시스템의 준수가 확인된 경

우, 운용자가 제3항에 따른 지시사항을 이행했다고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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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동 명령 제5조는 “고압가스배관을 설치 관련 심사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

고, 제6조는 “고압가스관에 시운전 및 운영 금지”, 제7조 “감압, 운영정지 및 중단”, 제8조는 

“운영 중인 고압가스관에 대한 본질적인 변경 및 작업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동 명령 제9조는 정보제공 및 신고의무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바, 

동조제1항에 “고압가스관을 운용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ⅰ) 사람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고압가스관의 운용과 관련된 모든 사고, (ⅱ) 고압가스관이 주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정도로 유출되거나 재산이나 환경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모든 사고, (ⅲ) 제4조 

제1항에 따른 감시를 통해 (발견한) 심각한 정도로 사람, 재산 또는 환경에 객관적으로 

위험을 발생시키는 모든 상황의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조제2

항에 “관할관청은 신고의무자에게 (사망)사고, (재산이나 환경)사고 및 구체적인 위험의 

종류와 원인 그리고 원인의 제거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고 정

하고 있다. 또한 동조제3항에서 “관할관청은 운용자에게 제4조 제1항 제3문에 따른 조치, 

제4조 제1항 제1문에 따른 감시조치 및 그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고 정하고 있다. 

동시에 동 명령 제10조에 “고압가스관의 반복 및 갱신검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동조 제1항에서 “관할관청은 특별한 동인(:;)이 있는 경우, 특히 (재산이나 환경)사

고가 발생한 경우, 고압가스관을 검사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동조 

제2항에 “관할관청은 제9조에 따른 인지 또는 에너지사업법 제49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인지로 인해 필요한 경우, 고압가스관에 대한 갱신검사를 명령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즉 동조제3항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는 관할관청에서 선정한 감정인에 의

해 이행될 수 있다. 검사의 종류와 범위는 검사를 유발한 동인(:;)에 의해 결정된다. 

동등한 가치가 있는 검사절차 중에서 검사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공급에 가장 영향을 덜 

미치는 방법이 선택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특별하게, 동 명령 제20조에서 “기존 고압가스관에 적합 요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바, “기존의 관할관청은 (ⅰ) 고압가스관이 확장, 재건 또는 변경된 경우, (ⅱ) 위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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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되는 경우, 이 명령이 발효 전 이미 설치되었던 고압가스관을 이 명령의 규정에 적합

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6) 가스 및 수자원협회(DVGW) 규정

① 가스 및 수자원협회(DVGW) 규정: 가스 및 수도 부문에 대한 법적 확실성

가스 및 수자원협회(DVGW) 규정은 가스 및 수도 산업부분의 모든 활동의 기초를 형

성한다. 여기에는 기술 규칙 및 DIN 표준이 포함되어 있으며 조치 및 법적 확실성을 제공

한다. 따라서 가스와 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225)은 이를 필독하여야 한다. 

협회로서 DVGW는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있으며, 비영리적․중립적으로 운영된다. 따라

서 가스 및 수자원협회(DVGW)는 입법자, 사업자 및 소비자 이익을 위해 투명한 규칙 

제정 프로세스를 보장하고, 가스 및 수도 산업의 광범위한 자체관리를 촉진할 수 있다.

② 가스 및 수자원협회(DVGW) 규정을 통한 안전유지

▪ 가스 파이프

약 340개의 가스 규정을 가진 가스 기반 시설의 모든 구성 요소에 대한 세부 사양을 

만드는 가스 및 수자원협회(DVGW) 규정 보호 조치는 출처에서 최종 소비자까지의 과정

에서 적용된다. 가스 및 수자원협회(DVGW)는 공급 지역에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전달하

는 약 40,000km 길이의 장거리 고압 파이프라인 망과 그와 연결된 약 50만km의 배전 

네트워크에 특히 주의를 기울인다. 가스 파이프 건설, 운영 및 유지 관리의 전체 프로세스

에서 사람과 환경을 가능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가스 망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가스 및 수자원협회(DVGW) 규정의 높은 요구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인 증

독일 가스 공급 안전을 위해서 결함 없는 자재와 자격을 갖춘 직원이 필수적이다. 가스 

및 수자원협회(DVGW)는 독일 안전 표준이 엄격하고 포괄적인 사양으로 국제비교를 통

225) 사업자, 컨설턴트, 엔지니어 또는 보건당국 등이 이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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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최고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장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모든 활동은 전문 자격이 있고 

사전에 지정된 검증 절차를 통과한 사업자 및 개인이 수행해야 한다.

품질 및 전문역량 측면에서 요구사항을 입증할 수 있도록 건설 회사, 제조업체 및 수공

업자에 대한 DVGW 규정을 기반으로 한 인증은 절대표준이다. 70년 이상 동안 DVGW는 

가스 및 수도 사업과 관련한 테스트 및 인증 시스템을 유지해 왔다. 중립성, 품질 및 신뢰

성이 최우선 순위에 위치한다.

▪ 감 독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파이프라인 망은 운영 중에 영구적으로 통제될 수 있다. 망 운영

자 제어센터는 24시간 내내 회선을 모니터링 하여 언제든지 현지 직원에게 통지할 수 

있다. 또한 가스 및 수자원협회(DVGW)규정은 정기적인 검사 및 유지보수조치를 규정한

다. 이 검사는 항공기의 특수 헬리콥터, 고도의 민감한 지상추적장치 등을 총해 이루어지

며, 이는 안전개념의 필수요소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파이프에 대한 아주 작은 손상조차도 초기 단계에서 탐지되고 제거될 

수 있다. 라인 안전의 또 다른 핵심요소는 재료손상을 방지하는 부식 방지이다.

7) 가스 공급 확보도구

독일에서는 LNG 터미널에 접근가능성의 중요도가 커지고 있다. LNG(액화천연가스)는 

냉각을 통해 액화된 천연가스로, 용량이 적어 운송 및 보관 측면에서 큰 이점이 있다. 

LNG는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독일 회사들은 많은 

기회를 가지고 있다. 독일에는 현재 LNG 터미널이 없지만, 독일 시장에서 LNG에 접근하

는 것은 원칙적으로 벨기에(Zeebrugge), 네덜란드(로테르담) 또는 기타 유럽 인근 국가를 

통해 보장될 수 있다. 독일 가스 공급회사들은 해외 LNG 터미널에 지분을 확보하고 추가 

생산시설을 확보할 계획이다(벨기에, 프랑스, 네덜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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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재정부 및 에너지부는 전기 및 가스공급에 관한 법률: 에너지사업법(Gesetzes über 

die Elektrizitäts- und Gasversorgung: Energiewirtschaftsgesetz: EnWG) 제51조 제1항에 따

라 전기 및 천연가스 공급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8) 가스 전송 네트워크 확장226)

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장거리전송 네트워크 운영자(Fernleitungsnetzbetreiber: FNB)는 

매년 독일 전역의 네트워크 개발계획(Netzentwicklungsplan: NEP)을 공동으로 작성할 의

무가 있다. 계획에는 필요에 따라 네트워크 수요 기반 최적화, 강화 및 확장을 위한 모든 

효과적인 조치가 포함되어야 하며 공급안전을 보장해야 한다.227) 홀수년도에 장거리전송 

네트워크 운영자는 4월 1일까지 공동으로 작성한 이행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228)

① 가스 시나리오 프레임워크229)

가스 장거리전송 네트워크 운영자가 시나리오 프레임을 개발하는 것으로 네트워크 개

발계획 프로세스는 시작한다. 시나리오는 향후 10년 동안 가스 부문의 가능한 개발을 설

명하기 위한 것이다. 무엇보다 시나리오는 가스의 생산, 공급 및 소비뿐만 아니라 그리드 

및 저장소의 계획된 투자 프로젝트 및 예상되는 공급 중단에 대한 가정을 고려한다.

▪ 장거리전송 네트워크 운영자가 작성한 가스 시나리오 프레임워크 자문

장거리전송 네트워크 운영자는 가스 시나리오 프레임워크를 게시하여 일반 대중과 하

위 네트워크 운영자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협의절차가 완료되면 

그들은 시나리오 프레임워크 초안을 규제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226) 가장 최신의 가스 네트워크 개발계획은 Netzentwicklungsplan Gas 2018 – 2028이다. https://www.bundesnetza

gentur.de/DE/Sachgebiete/ElektrizitaetundGas/Unternehmen_Institutionen/NetzentwicklungundSmartGrid/Gas/NEP_G

as2018/NEP_Gas2018_node.html<인터넷홈페이지: 2018년 8월 13일>

227) 법적 근거는 § 15a EnWG Netzentwicklungsplan der FNB이다.

228) 법적 근거는 § 15b EnWG Umsetzungsbericht이다.

229) https://www.bundesnetzagentur.de/DE/Sachgebiete/ElektrizitaetundGas/Unternehmen_Institutionen/Netzentwicklun

gundSmartGrid/Gas/gas-node.html<인터넷홈페이지: 2018년 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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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네트워크청의 시나리오 프레임워크 확인

규제관청은 대중 참여의 결과를 고려하여 가스 시나리오 프레임워크를 확인한다.

② 네트워크 개발계획 수립

두 번째 단계는 실제 네트워크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시나리오 프레임워크에 

따라 장거리전송 네트워크 운영자는 향후 10년 동안 그리드 확장수요를 디자인한다.

▪ 장거리전송 네트워크 운영자가 작성한 네트워크 개발계획 초안 자문

공공참여의 첫 번째 부분에서 장거리전송 네트워크 운영자는 가스 네트워크 개발계획 

초안을 규제관청에 제출하기 전에 공공 및 하위 네트워크 운영자에게 의견을 제시할 있

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장거리전송 네트워크 운영자는 웹사이트에 필요한 정보를 

게시한다.

▪ 확장된 네트워크 개발계획 초안의 연방네트워크청로 전달

매 짝수 해 4월 1일에 확장된 가스 네트워크 개발계획 초안이 연방네트워크청로 전달

되며, 이에 따라 협의가 진행된다. 규제관청은 모든 실제적․잠재적 네트워크 사용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결과를 게시한다.

▪ 가스 네트워크 개발계획 검사 및 필요한 경우 변경 요구

규제관청은 협의 결과 발표 후 3개월 이내에 장거리전송 네트워크 운영자에게 가스 

네트워크 개발계획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장거리전송 네트워크 운영자는 3개월 이내에 

이러한 변경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규제관청은 어떠한 장거리전송 네트워크 운영자가 

가스 네트워크 개발계획에서 조치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지 결정할 권한이 있다. 규제관청

이 기한 내에 변경을 요구하지 않으면 가스 네트워크 개발계획은 장거리전송 네트워크 

운영자를 구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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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네트워크 개발계획 이행보고서

장거리전송 네트워크 운영자는 매 홀수 해 4월 1일까지 규제관청에 공동으로 작성한 

이행보고서를 제출한다. 이 보고서에는 가장 최근에 공개된 네트워크 개발계획에 대한 

이행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규제관청은 이행보고서를 검토 및 게시하고 모든 잠재적인 

네트워크 사용자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3) 통 신

1) 정보통신 및 우편보안에 관한 정보

① 우편 및 통신보안법(Gesetz zur Sicherstellung von Postdienstleistungen und 

Telekommunikationsdiensten in besonderen Fällen: Das Post- und 

Telekommunikationssicherstellungsgesetz: PTSG)
230)

2011년 4월 1일부터 개정 우편 및 통신보안법이 시행되었다.231) 이 법은 우편 및 통신

회사를 대상으로 하며, 최소한의 우편 및 통신운송 서비스 확보 및 유지를 목표로 한다. 

구 우편 및 통신보안법은 긴장 및 방위의 경우에 중점을 두고 있었지만, 오늘날의 우편 

및 통신보안법은 테러리즘과 자연 재해와 같은 최신 위협의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주

요 공급 차질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우편 및 통신보안법은 통신보안명령

(Verordnung zur Sicherstellung von Telekommunikationsdienstleistungen sowie zur Ein-

räumung von Vorrechten bei deren Inanspruchnahme: Telekommunikations-Sicherstellungs- 

Verordnung: TKSiV)232)233)을 포함한다.

230) 우편 및 통신보안법에 관한 내용은 http://www.gesetze-im-internet.de/ptsg_2011/index.html<인터넷홈페이지: 

2018년 8월 13일>

231) BGBl. l S. 506, 941.

232) BGBl I 1997, 2751. 

233) 통신보안법규명령에 관한 내용은 https://www.bgbl.de/xaver/bgbl/start.xav?start=%2F%2F*%5B%40attr_id%3

D%27bgbl197s2751.pdf%27%5D#__bgbl__%2F%2F*%5B%40attr_id%3D%27bgbl197s2751.pdf%27%5D__154385

5123829<인터넷홈페이지: 2018년 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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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통신보안법규명령(TKSiV)

▪ 유선통신 연결

그 동안 도입된 높은 전송 용량으로 인해 유선통신 연결의 우선순위 연결에 대한 기술

적인 준비는 더 이상 요구되지 않는다. 통신사업자가 유선통신 연결에 대해 현재까지 취

한 기술적 사전 예방조치는 2013년 3월 31일부터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개정 우편 및 

통신보안법에 따라 통신특권을 부여받은 자234)에게는 적용된다.

▪ 이동무선통신 연결

통신보안명령에 따르면 지금까지 이동무선통신 연결의 경우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취한 조치는 2013년 3월 31일 개정 우편 및 통신보안법에 따라 통신특권을 부여받

은 자에게만 적용된다.

2) 데이터 케이블

① 데이터 케이블 - 요구사항, 기술평가 및 인증

IT 네트워크가 일상생활에서 점점 중요해짐에 따라 네트워크 보안 및 안전에 대한 중

요성이 커지고 있다.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전제조건은 모든 구성요소의 완벽한 품

질에 있다. 이를 통해 독일 전기기술협회(VDE)의 연구소는 데이터 케이블 및 커넥터는 

물론 다른 수동 네트워크 구성요소를 독립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VDE 연구소는 데이터 케이블에 대한 일반적인 국내 및 국제표준에 따른 테스트 및 

인증을 하기 위하여 독일인증기관(Deutsche Akkreditierungsstelle: DAkkS)의 인증을 획득

했다.

234) 통신특권을 부여받은 자는 우편 및 통신보안법 제6조 제2항 제1문에 규정된 자로서, 연맹 및 주 정부의 평가

기관, 연방, 주, 지방, 연방 및 주의 법원 등이 이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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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데이터 케이블용 고주파 측정 기술

대칭형 데이터 케이블의 고주파 전송을 측정하기 위해 VDE 연구소는 IEC/TR 61156-1-2235)

에 따라 첨단 고주파 특정 기술을 사용한다. 독일 전기기술협회(VDE) 연구소의 고주파 

전송특성이 긍정적으로 평가된 경우 고객(제조업체 또는 판매자)은 “HF 테스트를 거쳤다

는” 특별 인증서를 받는다.

<인증 정보 개관>236)

235) IEC TR 61156-1-2:2009/AMD1:2014 

Amendment 1 - Multicore and symmetrical pair/quad cables for digital communications - Part 1-2: Electrical 

transmission characteristics and test methods of symmetrical pair/quad cables 

236) https://www.vde.com/tic-de/zeichen-und-zertifikate/pruefzeichen-und-bescheinigungen<인터넷홈페이지: 2018년 8

월 13일>

VDE-Kabelzeichen

VDE-케이블표시

Gutachten mit 

Fertigungüberwachung 

(VDE-Register-Nummer)

생산 감시를 통한 감정 

(VDE 등록번호) 

Eigenschaftszertifikat 

“HF geprüft”

HF 테스트를 거친 

특성증명서

Prüfumfang

시험범위

gesamte

spezifikation

전체 사양

VDE-Normabschnitte; 

komplette Typprüfung mit 

Normabweichungen

VDE-표준부분; 

표준편차를 통한 

완전한 유형별 테스트

Übertragungseigenschaften

전송특성

VDE-Akkreditierung

VDE 인증

독일인증기관:

ISO17025, ISO17065

독일인증기관:

ISO17025, ISO17065  

독일인증기관: ISO 

17025, ISO 17065 

Gültigkeitsdauer

유효기간
무기한 기간 한정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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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망

1) 망 적합성 - 전기기술협회(VDE)의 연구소의 테스트 및 인증

재생가능에너지 네트워크의 확장은 플랜트 제조업체, 운영자 및 그리드 운영업체에게 

새로운 과제를 안겨준다. 그리드 피드 인에 대한 연결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것은 전력망

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독일 전기기술협회(VDE) 테

스트 및 인증연구소는 망 적합성에 관한 중요한 테스트와 인증을 제공한다.

2) 유능한 파트너로서의 VDE 연구소

독일 전기기술협회(VDE)의 테스트 및 인증연구소는 다년간의 경험과 잘 짜여진 네트

워크 덕분에 제조업체, 네트워크 운영자 및 전문가에게 측량, 테스트 및 인증 분야의 유능

한 파트너이다.

Anpassung

조정

PRODUKT-

oder Normänderung

제품 또는 표준변경

Verlängerung; 

Produkt- oder 

Normänderung

연장;

제품 또는 표준변경

Verlängerung; nach 

Überprüfung von 

Produkt und 

Spezifikation

제품 및 증명서 

검증을 통한 연장

Fertigungsstätten

-Überwachung

생산시설 감시 

정기적 정기적 없음

Produktkontrolle

제품 통제
정기적 정기적 선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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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산된 발전소의 연결

독일 전기기술협회(VDE)의 연구소는 시스템을 중전압, 고전압 또는 초고전압 계통에 

연결하기 위한 계획 단계에서 시스템을 적절한 네트워크 수준으로 공급하는 단계에 이르

기까지 도움을 준다.

4) 망 적합성 분야의 인증 및 테스트

․ FGW237) TR238) 8239)에 따른 단위 인증서

․ FGW TR 8에 따른 시설 인증서

․ FGW TR 8에 따른 구성 요소 인증서

․ FGW TR 8에 따른 적합성 선언

․ FGW TR 3240)에 따른 유형 테스트

․ FGW TR 4241)에 따른 생성 단위의 시뮬레이션 모델 검증

․ VDE 0124-100(VDE-AR-N 4105)에 대한 유형 테스트

․ DIN242) EN243) 62116에 따른 오프 그리드 감지

․ 그리드 통합/그리드 코드에 대한 국가별 요구 사항

237) Fördergesellschaft Windenergie und andere Dezentrale Energien: 풍력에너지 및 다른 분산된 에너지 진흥협회.

238) Technischen Richtlinien의 약자, 기술 지침.

239) 저전압, 중전압, 고전압 및 초고전압 그리드에서 발전 설비 및 설비의 전기적 특성에 대한 인증, 자세한 내용

은 https://www.wind-fgw.de/wp-content/uploads/2017/07/161201_Teil8_Rev.08_preview_d.pdf. p. 5.<인터넷홈페이

지: 2018년 8월 13일>

240) 중전압, 고전압 및 초고전압 망에서 발전 장치 및 설비의 전기적 규정, 자세한 내용은 https://www.wind-fgw.de/

wp-content/uploads/2017/01/TR3_Rev24_preview_d.pdf<인터넷홈페이지: 2018년 8월 13일>

241) 발전 설비 및 설비의 전기적 특성에 대한 시뮬레이션 모델의 디자인 및 검증을 위한 요구 사항, 자세한 내용

은 https://wind-fgw.de/wp-content/uploads/2017/01/TR4_Rev8_preview_d.pdf<인터넷홈페이지: 2018년 8월 13일>

242) Deutsches Institut für Normung e.V, 독일표준화협회.

243) Europäsche Norm, 유럽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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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8	9

독일의 지하 라이프라인은 크게 전기 및 가스, 통신과 망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연방과 

주의 차원에서 협력을 통하여 이러한 라이프라인을 관리하고 있다. 연방 재정부 및 에너

지부 산하의 연방네트워크청(BNetzA)이 전기, 가스, 통신 등의 망 사업을 연방 차원에서 

관할하고 있다. 세부적인 사항은 각 주에서 규율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연방은 최상위 

전기안전에 관한 감독권을 가지지만, 주가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전기 공급이 주의 관할범

위를 넘지 않을 경우, 주의 규제위원회 또는 주의 에너지경제부 등이 전기 및 가스안전에 

관한 감독권을 갖게 된다. 

따라서 독일의 경우에도 지하 라이프라인을 위한 통합적인 법률은 존재하지 않으며, 

에너지사업법에서 전기안전과 가스안전을 다루고 있다. 즉, 독일의 에너지사업법 제49조

에 따르면 전기안전에 대한 기술적 사항은 독일 전기기술협회(VDE)의 기술규정을, 가스

안전에 대한 기술적 사항은 가스 및 수자원협회(DVGW) 기술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독일의 에너지사업법 제49조는 에너지시설의 기술적 안전보장에 대한 법적 

규율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규율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시 업무를 하는) 에너지감독청의 

임무, 권한과 수단에 대해서도 규율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관련 법규명령 발령에 대한 

위임의 내용도 담고 있다.244) 독일의 에너지사업법 제49조는 제1항 제1문에서, 에너지시

설은 기술적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건축 및 운영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에너지시설의 기술적 안전보장을 위한 기본원칙인 셈이다. 이러한 기술적인 안전보장의 

요청을 받는 수범자는 에너지시설의 건축 및 운영 책임자, 운영의 위임을 받은 자와 소유

권자이다.245) 특히, 에너지 시설의 ‘건축’에 있어서 안전보장규정의 준수를 요청받는 것

은 우선적으로, 새로운 시설의 건축의 경우로 한정된다. 상당부분이 지하에 매몰되어 있

는 에너지공급시설 구조의 경우, 현존하는 시설 보완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

244) van Rienen/Wasser, Danner/Theobald, Energierecht, 97. EL April 2018, § 49 Rn. 1. 

245) van Rienen/Wasser, Danner/Theobald, Energierecht, 97. EL April 2018, § 49 Rn.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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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러한 현존시설에 대한 보완의 경우로서는 존속보호 원칙(Grundsätzen des Bestand-

schutzes)이 준수되고 에너지법 규정의 적용영역 중, 현존 시설 또는 시설의 분리가능한 

부분을 확장․개조․변경하는 경우 즉 그러한 조치가 저비용으로 가능한 경우나 해당 

시설이 어떠한 위험에 직면해 있는 경우로만 제한된다.246) 따라서 독일의 에너지사업법 

제49조는 대부분 직접적으로 시설의 기술과 결부되는 규정의 내용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기술적 안전 보장에 이를 다루는 자와 운영조직의 전문적 능력이 상당히 결정적

으로 작용하므로 추가적으로 ‘운영’측면에서의 안전관리를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247) 예

컨대 고압가스관에 명령 제4조제3항에서 “고압가스관의 운영자는 기술적인 안전보장을 

위하여 운영의 필수요소로서 (특정 기준에 상응하는) 관리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고 정

하고 있다. 동조 제4조제4항에서 “이러한 요청의 실행여부는, 고압가스관의 운영자가 

DVGW(독일 가스 및 수도협회) 규정상의 기술적 안전관리시스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시

스템을 적용하거나, 외부의 독립적 기관에 의하여 이러한 시스템의 준수 여부가 확인된 

경우, 운영자가 제3항에 따른 지시사항을 이행했다고 추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독일의 지하 라이프라인 법제 특징은 기술적 안전사항에 대하여 민간단체인 

전기기술협회(VDE)와 가스 및 수자원협회(DVGW)의 기술규정을 준용하는 방식을 취하

는데 있다는 점이 특징다.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안전규정을 직접 규정하는 방식보다는 

기술적 안전사항에 대한 관리 및 감독권을 중요시 한다. 뿐만 아니라 독일의 지하 라이프

라인 관련 법령들이 단일 법률로 통일화되어 있기 보다는 개별 법령에 몇 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판단된다.

246) van Rienen/Wasser, Danner/Theobald, Energierecht, 97. EL April 2018, § 49 Rn. 15. 

247) van Rienen/Wasser, Danner/Theobald, Energierecht, 97. EL April 2018, § 49 Rn.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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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1995년 1월 17일 일본 간사이(<=) 지방 효고현(>?@) 고베시와 한신 지역

에서 리히터 규모 7.3, 최대진도 7, 진원 깊이 16㎞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하여 6천437명

의 사망자 및 행방불명자, 가옥 24만9천180채가 전파 및 반파되는 피해(약 9조 9000억엔)

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한신․아와지(AB․CD) 대지진이라 명명되고 있다. 일본의 

한신․아와지(AB․CD) 대지진은 단층을 따라 띠 형으로 도시 밑바닥이 위아래로 흔

들리는 최초의 도시직하형 지진이 발생하여 도심지에서 인구가 집중되는 지역에서 많은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케 했다. 

특히, 일본은 2011년 3월 11일 14시 46분 동북지역 해저(10㎞)에서 모멘트 규모(MMS, 

Moment Magnitude Scale) 9.0의 지진이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일본의 동북부 대지진은 

세계적으로 4번째로 큰 규모의 지진으로, 일본 역사상 최대 규모의 지진이었다. 이 지진

으로 해일이 일어나서 후쿠시마(EF) 원자력 발전소가 중단됨에 따라 일부 원자로가 폭

발(제1원전 1호기․2호기․3호기․4호기)하고, 방사능이 외부 누출되는 등 원전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한 사망자 및 행방불명자가 2만 5000여 명 이상이며, 건물 

및 인프라 시설 파괴 등을 포함한 직접적 피해 규모를 16조 엔~25조 엔대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2016년 일본의 후쿠시마시 JR하카역 인근에서 도로 약 30미터 거리에 걸쳐 최대 

15미터 깊이 달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 사고로 인하여 약 800가구가 정전 등 시민

의 생활에 많은 불편을 가져다 주었고, 이러한 지반침하가 발생한 원인으로 인근 지하철 

나나쿠마선 연장공사로 발생했다고 한다.248) 

248)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1/08/0200000000AKR20161108086200073.HTML?input=1179m<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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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21일 일본 오사카('A)에서 리히터 규모 6.1 지진이 발생하여 아스팔트가 

균열이 발생하였고, 일부 지방의 정전으로 전철과 지하철운행이 중단되었고, 가스배관이 

파열되어 화재가 발생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또한 전기, 가스 및 수도 공급이 끊긴 

가정이 11만 1951호에 이르게 되었고, 5명의 사망자, 부상자 400여명이 발생하였다. 

이처럼 일본은 태평양판, 유라시아판, 북아메리카판들이 충돌하는 지역적인 특성에 따

라 지진과 쓰나미로 인하여 피해를 많이 경험한 국가라는 점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서 사전예방과 사후안전관리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일본의 지하라인프라인 전기설비, 가스배관, 열공급시설 및 통신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규제제도인 ｢전기사업법｣, 가스 3법인 ｢가스사업법｣, ｢고압가스보안법｣, ｢액화

석유가스의 보안의 확보 및 취급의 적정화에 관한 법｣, ｢전기통신사업법｣, ｢대심도 지하

의 공공적 사용에 대한 특별조치법｣ 등의 법제를 분석한다. 

<일본 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 하리타구 JR하카타역 지반침하>249)

터넷홈페이지: 2018년 6월 23일>

249) http://news1.kr/articles/?2843938<인터넷홈페이지: 2018년 6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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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관

일본은 2016년 4월부터 저압 분야의 규제철폐를 통하여 유통과정에서의 전면적인 자

유화를 실시하여 지금까지 (구) 일반 전기사업자가 독점적으로 전기를 공급하여 왔던 약 

8조엔의 전력시장을 개방하게 되었고(수요가정 수 약 8,500만), 이미 자유화된 고압이상

의 분야와 함께 총 18조원의 전력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일본의 ｢전기사업법｣은 전기사업의 운영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하여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과 동시에 전기공작물의 공사, 유지 

및 운용을 규제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 및 환경의 보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일본의 ｢전기사업법｣ 주요내용은 제1장 총칙, 제2장 전기사업, 

제3장 전기공작물, 제4장 토지 등의 사용, 제5장 전기․가스거래 감시등위원회, 제6장 등

록안전관리심사기관, 지정시험기관 및 등록조사기관, 제7장 도매전력거래소, 제8장 잡칙, 

제9장 벌칙으로 총 123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2) 전기공작물 등의 개념 및 종류

일본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18호에서 “전기공작물이란 발전, 변전, 송전, 배전 또는 

전기 사용을 위해서 설치하는 기계, 기구, 댐, 수로, 저수지, 전선로, 그 외 공작물(선박, 

차량 또는 항공기에 설치될 것 그 외의 정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를 말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전기사업법｣ 제38조제1항에서 “일반용전기공작물이란 (ⅰ) 다른 사람으로부터 경제 

산업 성령으로 정한 전압 이하의 전압에서 수전하고 그 수전 장소와 동일 구내에서 그 

수전에 관련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한 전기공작물(이와 동일 구내에 또한 전기적으로 접

속하고 설치하는 소규모 출력 발전설비를 포함)이며, 그 수전을 위한 전선로 이외의 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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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에 의한 그 구내 이외의 장소에 있는 전기공작물과 전기적으로 접속되지 않은 것, (ⅱ) 

구내에 설치하는 소규모 출력 발전설비(이와 동일 구내에 또한 전기적으로 접속하고 설

치하는 전기를 사용하기 위한 전기공작물을 포함)이며, 그 발전에 관련된 전기를 전 호의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한 전압 이하의 전압에서 다른 사람이 그 구내에서 수전하기 위한 

전선로 이외의 전선로에 의한 그 구내 이외의 장소에 있는 전기 공작물과 전기적으로 

접속되지 않은 것, (ⅲ) 제1호 및 제2호의 것 준하는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것의 전기 

공작물을 말한다. 그러나 소규모 출력 발전설비 이외의 발전용전기공작물과 동일 구내 

(이에 준하는 지역 내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는 것 또는 폭발성 또는 인화성 

물질이 존재하는 전기공작물에 의한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많은 곳으로서 경제산업성령

에서 정하는 것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조제2항에서 “소규모출

력설비란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전압이하의 전기발전용 전기공작물로서 경제산업성

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서 동조제3항에서 “사업용전기공작물이란 일반용전기공작물 이외의 전기공작물

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자가용 전기공작물이란 일반송배전사업, 송전사업, 특정송배

전사업, 발전사업에 사용되는 발전용 전기공작물이 주무성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

는 것으로 사용되는 전기공작물 및 일반용 전기공작물 이외의 전기공작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전기공작물의 사전적인 안전규제 수단으로 소매전기사업, 일반송배전사업, 

송전사업, 특정송배전사업 및 발전사업에 대한 등록․허가 및 신고

일본의 ｢전기사업법｣ 제2조16호에서 전기사업이란 소매전기사업, 일반송배전사업, 송

전사업, 특정송배전사업 및 발전사업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전기사업자란 소매전기

사업자, 일반송배전사업자, 송전사업자, 특정송배전사업자 및 발전사업자를 말한다고 정

하고 있다(제2조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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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전기사업이란 일반 수요에 따라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일반송배전사업

이란 송전용 및 배전용 전기공작물에 의한 공급구역에서 탁송공급 및 발전량 조정공급을 

실시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예컨대, 일본의 훗카이도전력, 도호쿠전력, 도쿄전력 파워그

리드, 주부전력, 호쿠리쿠전력, 간사이전력, 주고쿠전력, 시코쿠전력, 구슈전력, 오키나와

전력이 여기에 해당한다. 송전사업이란 송전용 전기공작물에 따라 일반송배전사업자에게 

대체공급을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전원개발(J-POWER)가 

해당된다. 특정송배전사업이란 송배전용 및 배전용 전기공작물에 의하여 특정공급 지점

에서 소매공급 또는 소매전기사업 또는 일반송배전사업용으로 제공하는 전기에 관한 탁

송에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령, JNC 파워, 오지제지, 그린 써클, 서미트 에너지, 에넷

트, 포레스트 파워, 미야자키 파워라인, F-Power, 이렉스, 동일본여객철도, 롯폰기 에너지 

서비스, 스미토모 공동전력, JFE 스틸, OGCTS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발전사업이란 발전

용 전기공작물을 이용하여 소매전기사업, 일반송배전사업 또는 특정송배전사업용으로 제

공하는 전기를 발전하는 사업을 말한다.250)

따라서 일본의 ｢전기사업법｣ 제2조의2에서 “소매전기사업을 하려고 하는 자는 경제산

업대신의 등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에서 “일반송배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경제산업대신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7조의4에서 “송

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경제산업대신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7

조의13에서 “특정송배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법인에 있어서는 

그 대표자의 성명, 주된 영업소, 그 밖의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공급지점, 특정송배전 

사업용으로 제공하는 전기공작물에 관하여 다음에 열거한 사항을 갖추어 경제산업대신

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전기사업법｣ 제27조의27에서 “발전사업

을 하려는 자는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및 법인에 

있어서는 그 대표자의 성명, 주된 영업소 그 외의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발전사업의 

용도로 제공하는 발전용의 전기공작물의 설치의 장소, 원동력의 종류, 주파수 및 출력, 

250) http://www.enecho.meti.go.jp/category/electricity_and_gas/electric/summary/<인터넷홈페이지: 2018년 6월 22일>



제4장 주요국의 지하라이프라인 안전관리 법제 분석 253

사업 개시의 예정 연월일, 그 외 경제 산업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경제산업대신

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일본의 ｢전기사업법｣도 소매전기사업, 일반송배전사업, 송전사업, 특정송배

전사업 및 발전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전기공작물에 대한 리스크와 국민의 생명과 신

체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함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이나 허가기준 및 신고요건을 충족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등록․허가 및 신고를 거부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4) 사업용전기공작물에 대한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

일본의 ｢전기사업법｣ 제47조제1항에서 “사업용전기공작물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로서 

공공의 안전보학보상 특히 중요한 것으로서 주무성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하려는 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경제산업대신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용전기공작물이 멸

실 또는 손괴의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재해 기타 비상시의 경우에 일시적인 공사인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동조제2항에서 “제1항의 인가를 받은 자가 

그 인가를 받은 공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제산업대신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그 변경이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동조제3항에서 “경제산업대신은 공사계획이 (ⅰ) 사업용전기공작물이 제39조

제1항의 주무성령에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한 경우, (ⅱ) 사업용전기공작물이 일반전

기사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그 사업용전기공작물이 전기의 원활한 공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상 적절한 경우, (ⅲ) 특정대상사업과 관련되는 것에 있어서는 제46조의17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한 평가서에 따를 것, (ⅳ) 환경영향평가법제2조제3항에 

규정하고 있는 제2종 사업(특정대상사업을 제외)과 관련되는 것에 있어서는 동법제4조제

3항제2호(동조제4항 및 동법제29조제2항에 대해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조치가 

취하여진 것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처럼 동조제4항에서 “사업용전기공작물을 설치하는 자는 제1항 단서의 경우 공사개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경제산업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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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본의 ｢전기사업법｣ 제48조제1항에서 “사업용전기공작물의 설치 또는 변경 공

사(전조제1항의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로서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고

자 하는 자는 그 공사계획을 경제산업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 공사계획을 변경(주

무성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것을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

한 후가 아니면 그 신고와 관련된 공사를 개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사업용전기공작물에 대한 사전규제로서 사용전 검사

일본의 ｢전기사업법｣ 제49조에서 “제4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인가를 받고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하는 사업용 전기공작물 또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하는 사업용전기공작물(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 있는 경우에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제외한다.)이 공공

의 안전 확보상 특히 중요한 것으로서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것(제3항에서 ｢특정사업용전

기공작물｣이라 한다)은 그 공사가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산업대신의 검사

를 받아 합격한 후가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전기사업법｣ 제50조에서 “경제산업대신은 제4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

업용전기공작물에 대하여 동항의 검사에 있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간 및 사용

방법을 정하여, 그 사업용전기공작물을 가합격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판단된다.

(6) 특정중요전기공작물의 사후규제수단으로서 정기검사

일본의 ｢전기사업법｣ 제54조제1항에서 “특정중요전기공작물(발전용보일러, 터빈 기타 

전기공작물중 공공의 안전 확보상 특히 중요한 것으로 주무성령에서 정하는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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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압력 이상의 압력이 가해지는 부분이 있는 것 및 발전용원자로 및 

그 부속설비로서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에 대하여 이를 설치하는 자는 주무

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시기마다, 경제산업대신이 실시하는 검

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서 ｢전기사업법｣ 제55조제1항에서 “(ⅰ) 발전용보일러, 터빈 기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전기공작물로서 전조제1항에서 정하는 압력 이상의 압력이 가해지는 부분이 있는 

것, (ⅱ) 전기공작물 중 옥외에 설치되는 기계, 기구 기타 설비에 있어서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것, (ⅲ) 발전용원자로 및 그 부속설비로서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것(전 2호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전기공작물(특정전기공작물)을 설치하는 자는 주무성령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당해 특정전기공작물에 사업자 검사를 실하고 그 결과를 기

록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동조제2항에 정기사업자검사는 그 

특정전기공작물이 제39조제1항의 주무성령에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동조제3항에서 정기사업자검사를 실시하는 특정전기공작물

을 설치하는 자가 해당 정기사업자검사시 원자력을 원동력으로 하는 발전용의 특정전기

공작물로서 주무성령에서 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 제39조제1항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부분이 동항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다고 예상되는 

시기 기타 주무성령에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를 실

시하여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함과 함께 시행규칙이 정하는 사항은 이를 경제산업대신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동조제4항에서 “정기사업자검사를 하는 특

정전기공작물을 설치하는 자는 정기사업자검사의 실시와 관련된 체제에 대해 주무성령

에 정하는 시기(제6항에 있어 준용하는 제50조의2 제7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통지

와 관련되는 정기사업자검사의 과거 평정결과에 따라 시행규칙에 정하는 시기)에, 원자력

을 원동력으로 하는 발전용의 특정전기공작물로서 시행규칙에 정하는 것을 설치하는 자

에 있어서는 기구가, 원자력을 원동력으로 하는 발전용의 특정전기공작물 이외의 특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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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공작물로서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것을 설치하는 자는 경제산업대신의 등록을 받은 자, 

기타의 사람에 있어서는 경제산업대신이 실시하는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일반용전기공작물에 대한 사용정지 및 제한

일본의 ｢전기사업법｣ 제56조제1항에서 “경제산업대신은 일반용전기공작물이 주무성

령에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일반용전기공작물을 수리, 개조, 이전 또는 그 사용을 일시 정지 할 것을 명하

거나 또는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8) 소 결

일본의 ｢전기사업법｣은 전기공작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와 위험으로부터 국

민의 생명과 신체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

자의 허가, 등록 및 신고를 통하여 업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일본은 전기공작물에 의한 지하 라이프라인 안전규제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

고 있지 않으나, 사전규제로 소매전기사업, 일반송배전사업, 송전사업, 특정송배전사업 

및 발전사업에 대한 등록․허가 및 신고를 하여야만 사업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일본의 

｢전기사업법｣ 제56조에 일반용전기공작물에 대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사용정지 및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사업용전기공작물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자는 사업용전기공작물에 대한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와 더불

어 “사용전 검사”를 받아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가합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특정중요전기공작물의 사후규제수단으로서 정기검사제도를 마련하

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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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	����	3"4*

(1) 가스사업법

1) 개 관

일본의 ｢가스사업법｣은 “가스사업의 운영을 조정하는 것에 의해 가스의 사용자의 이익

을 보호하고 가스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과 더불어 가스공작물의 공사, 유지, 운용 

및 가스용품의 제조 및 판매를 규제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공해의 방지를 도

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의 ｢가스사업법｣의 주요내용으로 제1장 총칙, 제2장 소매가스사업, 제3장 

가스공작물, 제4장 가스제조사업, 제5장 가스사업 이외의 가스의 공급 등의 사업, 제6장 

알선 및 중재, 제7장 지정시험기관 및 등록가스공작물검사기관, 제8장 가스용품, 제9장 

잡칙, 제10장 벌칙, 부칙으로 총 207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스사업법�의 입법체계>251)

251) http://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329AC0000000051#1063<인터넷홈

페이지: 2018년 6월 24일>

제1장 총칙(제1조, 제2조)

제2장 소매가스사업

  제1절 사업의 등록

  제2절 업무

  제3절 가스공작물

    제1관 기술기준에의 적합 등 

    제2관 자주적인 보안

    제3관 공사계획 및 검사

제3장 가스도관사업

    제1절 일반가스도관사업

       제1관 사업허가

       제2관 업무

       제3관 회계

       제4관 가스공작물 

    제2절 특정가스도관사업

    제3절 도관의 접속에 관련된 노력 의무 등

제4장 가스제조사업

제5장 가스사업 이외의 가스의 공급 등의 사업

제6장 알선 및 중재

제7장 지정시험기관 및 등록가스공작물검사

기관

제8장 가스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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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가스사업자 등에 관한 규제체계

① 가스사업의 개념 및 종류

일본의 ｢가스사업법｣ 제2조제11호에서 “가스사업”이란 가스소매사업, 일반가스도관사

업, 특정가스도관사업 및 가스제조사업을 말한다. 즉, 가스소매사업이란 소매공급을 실시

하는 사업(일반가스도관사업, 특정가스도관사업 및 가스제조사업에 해당하는 부분 제외)

를 말한다. 이어서 가스소매사업자는 ｢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라 경제산업대신의 등록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일반가스도관사업이란 도관공급구역에서 탁송공급을 실시하는 사업

(가스제조사업에 해당하는 부문 및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도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

을 제외함)을 말하고, 해당도관공급구역에서 일반의 수요(가스소매사업자로부터 소매공

급을 받는 것 제외함)에 응하는 가스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소매공급(최종보장공급)을 실

시하는 사업(가스제조사업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함)을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다. 특정가

스도관사업이란 도관공급지점에서 탁송공급을 실시하는 사업(가스제조사업에 해당하는 

부분 및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도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을 제외함)을 말한다. 가스제

조사업이란 액화가스저장설비 등을 이용하여 가스를 제조하는 사업이고, 그 사업용으로 

제공하는 액화가스저장시설이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 가스소매사업자의 등록 및 기술기준의 적합 등

일본의 ｢가스사업법｣ 제3조에서 “가스소매사업을 하려고 하는 자는 경제산업대신의 

등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21조제1항에서 “가스소매사업자는 가스소

  제1절 정의

  제2절 판매 및 표시의 제한

  제3절 사업의 신고 등

  제4절 검사기관의 등록

  제5절 국내등록가스용품검사기관

  제6절 외국등록가스용품검사기관

  제7절 재해방지명령

제9장 잡칙

제10장 벌칙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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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사업용으로 제공하는 가스공작물을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

게 유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어서 동조제2항에 “경제산업대신은 가스소매사업용

으로 제공하는 가스공작물이 전항의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기술상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는 가스소매사업자에게 그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가스공작물을 

수리해서 개조하거나 이전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것을 명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동조제3항에서 “경제산업대신은 공공의 안전 유지 또는 

재해발생의 방지 때문에 긴급한 필요성 인정될 때는 가스소매 사업자에게 그 가스공작물

을 이전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하거나 그 가스 공작

물 내의 가스를 폐기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동법 제22조제1항에서 “가스소매사업용으로 제공하는 가스공작물 중 가스소매사업자 

이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가스공작물에 대해서 가스소매사업자가 제2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가스공작

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 조치 실시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23조에 “가스소매사업자는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 공급하는 가

스의 성분 중 인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물건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것 양이 경제산업성

령으로 정하는 수량을 초과 여부를 검사하고 그 양을 기록하고 이를 보존해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③ 가스소매사업자의 공사계획의 신고와 사용전 검사 및 정기자주검사

일본의 ｢가스사업법｣ 제32조제1항에 “가스소매사업자는 가스소매사업용으로 제공하

는 가스공작물의 설치 또는 변경 공사에 대하여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것을 하고자 

할 때는 그 공사 계획을 경제산업대신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가스공작물이 멸실되거나 

손상된 경우 또는 재해 기타 비상시에 부득이 하게 일시적인 공사로 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다. 이어서 동조제2항에서 가스소매사업자가 공사계획을 변경하려

는 경우에도 경제산업대산에게 시시고하여야 하고 그 변경이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것인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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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동법 제33조제1항에서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스공작물의 설

치 또는 변경공사에 대하여 가스소매사업자는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것의 공사에 대

하여 자주검사를 하고, 그 결과가 제33조제2항 각호에 적합하다는 것에 대하여 경제산업

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경제산업대신의 등록을 받은 자가 행하는 검사를 받아 합격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다. 즉 동법 제33조제2항에서는 “전항

의 경제산업대신의 등록을 받은 자가 행하는 검사에서는 그 가스 공작물이 (ⅰ) 제32조제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공사계획에 따르겠다는 것, (ⅱ) 제33조제1항의 

경제산업성력으로 정하는 기술상 기준에 적합한 것에 적합할 때에 합격한다”고 정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가스사업법｣ 제34조에서는 “가스소매사업자는 가스소매사업용으로 제공

하는 가스공작물이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바

에 의한 정기적인 자주검사를 하고 그 검사기록을 작성하여 보존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④ 일반가스도관사업의 허가 등

｢가스사업법｣ 제35조에 의하면, “일반가스도관사업을 하려는 자는 경제산업대신의 허

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41조제1항에서 “일반가스도관사업자가 

제38조제1항제4호(공급구역)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경제산업대신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⑤ 일반가스도관사업용으로 제공하는 도관과 접속하는 특정가스도관사업 신고

｢가스사업법｣ 제53조제1항에 따르면, “일반가스도관사업자가 공급구역외의 지역에서 

특정가스도관사업(해당 사업용으로 제공하는 도관과 그 일반가스도관사업용으로 제공하

는 도관을 접속하는 것에 한한다)을 하려는 경우에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공급지점, 특정가스도관사업용으로 제공하는 가스공작물에 관한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

는 도관에 있어서 설치장소와 내측 및 도관안의 가스의 압력, 가스발생설비 및 설치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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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사업개시 예정 연월일에 관한 사항을 적시하여 경제산업대신에 신고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⑥ 일반가스도관사업자의 공사계획과 사용전 검사 및 정기자주검사

｢가스사업법｣ 제68조제1항에 따르면, “일반가스도관사업자는 일반가스도관사업용으

로 제공하는 가스공작물의 설치 또는 변경 공사에 대하여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때에는 그 공사계획을 경제산업대신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가스공작물이 

멸실되거나 손상된 경우 또는 재해 기타 비상시에 있고 부득이게 일시적인 공사로 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서 동조제2항에 “일반가스도관사업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따른 공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경제산업대신에 

신고하여야 하고, 그 변경이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다. 즉 동조제3항에서 공사계획을 신고한 자는 신고가 수리된 날로

부터 30일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그 신고에 관한 공사를 시작하여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69조제1항에 따르면, “제6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스공작물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에 대하여 일반가스도관사업자는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것의 공

사에 대하여 자주검사를 하고, 그 결과가 다음 항 각호에 적합하다는 것에 대하여 경제산

업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경제산업대신의 등록을 받은 자가 행하는 검사를 받아 합

격한 후가 아니면 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경제산업성령으

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다. 즉 동법 제69조제2항에서는 “전

항의 경제산업대신의 등록을 받은 자가 행하는 검사에서는 그 가스공작물이 (ⅰ) 제6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공사계획에 따르겠다는 것, (ⅱ) 제68조제1항의 

경제산업성력으로 정하는 기술상 기준에 적합한 것에 적합할 때에 합격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69조제3항에서 “일반가스도관사업자는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바

에 의한 제1항의 자체검사의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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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가스사업법｣ 제71조에서 “일반가스도관사업자는 일반가스도관사업용으로 제공

하는 가스공작물이어서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자주검사를 하고 그 검사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⑦ 특정가스도관사업자의 신고, 업무개선명령, 사용전검사 및 정기자주검사

｢가스사업법｣ 제72조제1항에 따르면, 특정가스도관사업을 하려는 자는 경제산업성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명, 명칭, 주소 및 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이름, 주요 영업소, 

기타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공급지점, 도관의 설치장소, 내측 및 도관안의 가스압력, 

가스발생설비 및 설치장소, 종류, 사업개시 예정연월일 상황 등을 포함하여 경제산업대신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어서 동법 제82조에 “경제산업대신은 사고에 의한 가스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경

우에 특정 가스도관사업자가 그 차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리 및 기타 조치를 

신속하지 않을 때, 기타 특정가스도관사업의 운영이 적절치 않아 가스사용자의 이익의 

보호 또는 가스사업의 건전한 발달에 지장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특정가스도관사업자에게 가스의 사용자의 이익이나 공공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

요한 한도 내에서 그 특정가스도관사업의 운영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개선명령”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동법 제84조제1항에 특정가스도관사업자에게 동법 제64조부터 69조, 71조의 규

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⑧ 가스제조사업자의 신고, 제조계획 신고, 기술기준의 적합, 사용전 검사, 

정기자주검사

동법 제86조제1항에 따르면, 가스제조사업을 하려는 자는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른 다음에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경제산업대신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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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제93조제1항에서 “가스제조사업자는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해당 연도 이후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가스의 제조 및 가스 공작물의 설치 

및 운용에 대한 계획(이하 “제조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해당 년도의 개시 전에(가스

제조사업자가 된 날을 포함한 연도에 있어서는 가스제조사업자가 된 뒤 지체없이) 경제

산업대신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동법 제96조제1항에서 “가스제조사업자는 가스제조사업용으로 이용하는 가스공작물

을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기술상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동

조제2항에서 “가스제조사업용으로 이용하는 가스공작물이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기

술상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가스제조사업자에게 그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가스공작물을 수리해서 개조하거나 이전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정지할 것을 

명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동법 제101조제1항에서 가스제조사업자가 가스제조사업용으로 이용하는 가스공작물

의 설치 또는 변경 공사를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하려고 할 때에는 그 공사계

획을 경제산업대신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가스공작물이 멸실되거나 손상된 경우 또는 

재해 기타 비상시에 부득이하게 일시적인 공사로 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동조제2항에서 가스제조사업자가 공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경제산업대

신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102조제1항에 따르면, “제10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스공작물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에 대하여 가스제조사업자가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것의 공사에 

대하여 자주검사를 하고, 그 결과가 다음 항 각호에 적합하다는 것에 대하여 경제산업성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경제산업대신의 등록을 받은 자가 행하는 검사를 받아 합격한 

후가 아니면 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경제산업성령으로 정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사용전 검사”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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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동법 제108조에 “가스 제조 사업자는 가스 제조 사업용으로 제공하는 가스 공작

물이어서 경제 산업 성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제 산업 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 정기로 자주 검사를 하고 그 검사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다.

3) 소 결

최근 일본의 ｢가스사업법｣은 종전의 8장 62개 조문에서 제10장 제207개의 조문체계로 

변경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가스소매사업자의 등록 및 기술기준의 적합 등, 가스

소매사업자의 공사계획의 신고와 사용전 검사 및 정기자주검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고, 일반가스도관사업의 허가 등, 일반가스도관사업용으로 제공하는 도관과 접속하는 

특정가스도관사업 신고, 일반가스도관사업자의 공사계획과 사용전 검사 및 정기자주검사

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특정가스도관사업자의 신고, 업무개선명령, 사용전검사 

및 정기자주검사에 규정 및 가스제조사업자의 신고, 제조계획 신고, 기술기준의 적합, 사

용전 검사, 정기자주검사을 마련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의 ｢가스사업법｣은 가스소매사업, 일반가스도관사업, 특정가스도관사업 및 

가스제조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등록, 신고, 허가 등을 경제산업대신에게 받아야하

고, 공사계획, 제조계획 신고, 사용전검사 및 정기자주검사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

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2) 고압가스보안법

1) 개 관

일본의 ｢고압가스보안법｣은 고압가스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고압가스의 제조, 

저장, 판매, 이동, 그 밖에 취급, 소비, 용기의 제조 및 취급을 규제함과 아울러 민간사업

자 및 고압가스보안협회에 의한 고압가스의 보안에 관한 자주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공공

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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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보안법｣의 주요내용은 제1장 총칙, 제2장 사업, 제3장 보안, 제3장의2 완성조

사 및 보안조사에 관련된 인정, 제4장 용기 등, 제4장의3 고압가스보안협회, 제5장 잡칙

(제60조-제67조의2), 제6장 벌칙, 부칙으로 총 86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압가스보안법�의 입법체계>252)

252) http://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326AC0000000204<인터넷홈페이

지: 2018년 6월 24일> 

제1장 총칙(제1조-제4조)

제2장 사업(제5조-제25조의2)

제3장 보안(제26조-제39조)

제3장의2 완성조사 및 보안조사에

관련된 인정

(제39조의2-제39조의12)

제4장 용기 등

  제1절 용기 및 용기의 부속품

(제40조-제56조의2의2)

  제2절 특정설비

(제56조의3-제56조의 6의23)

  제3절 지정설비

(제56조의7-제56조의9)

  제4절 냉동기구(제57조-제58조의2)

제4장의2 지정시험기관 등

  제1절 지정시험기관

(제58조의3-제58조의17)

  제2절 지정완성조사기관

(제58조의18- 제58조의30)

  제2절의2 지정수입조사기관

(제58조의32)

  제2절의3 지정보안검사기관

(제58조의33)

  제3절 지정용기검사기관

(제58조의31)

  제4절 지정특정설비검사기관

(제58조의32)

  제5절 지정설비인정기관

(제58조의33)

  제6절 검사조직등조사기관

(제58조의34-제59조)

제4장의3 고압가스보안협회

  제1절 총칙(제59조의2-제59조의8)

  제2절 회원(제59조의9-제59조의11)

  제3절 임원, 평의원 및 직원

(제59조의12-제59조의27)

  제4절 업무

(제59조의28-제59조의30의2)

  제4절의2 재무 및 회계

(제59조의31-제59조의33의2)

  제5절 감독

(제59조의34, 제59조의35)

  제6절 해산(제60조-제79조의3)

제5장 잡칙(제60조-제67조의2)

제6장 벌칙(제80조-제86조)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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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압가스보안법상의 안전규제

① 고압가스제조사업자의 제조 허가

일본의 ｢고압가스보안법｣ 제5조제1항에서 “제조등의 허가”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압축, 액화 기타 방법으로 처리 할 수 있는 가스의 양(온도 영도, 압력 제로 파스칼의 

상태로 환산 한 양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하루 100 입방 미터(해당 가스가 정령으로 

정하는 가스 종류에 해당하는 것인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정령으로 정하는 가스의 종류

마다 백 입방 미터 이상의 정령으로 정한 값) 이상인 시설(제56조의7제2항의 인정을 받은 

설비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 고압가스의 제조(용기에 충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

다)를 하고자 하는 자(냉동(냉동 설비를 사용하여하는 난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때문

에 고압가스의 제조를 하려고 하는 자 및 액화 석유 가스의 보안 확보 및 거래의 적정화

에 관한 법률(｢액화석유가스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의 공급 시설에 동조 제1항의 액화

석유가스를 충전하려고 하는 자를 제외한다), 냉동용가스를 압축 또는 액화고압가스제조 

설비에서 그 하루의 냉동 능력이 20톤(해당 가스가 정령으로 정하는 가스의 종류에 해당

하는 것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 정령으로 정하는 가스의 종류마다 22톤 이상의 정령으로 

정한 값) 이상(제56조7제2항의 인정을 받은 시설을 제외한다)을 사용하여 고압가스제조

를 하려고 하는 자는 사업소마다 도도부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압가스보안법｣ 제5조제2항에 “고압가스의 제조 사업을 하는 자(제1항제1호의 자 및 

냉동용 고압가스의 제조를 하는 자 및 액화석유가스법 제2조제4항의 공급 설비에 동조 

제1항의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는 자를 제외한다) 사업 개시일, 냉동용가스를 압축 또는 

액화고압가스 제조설비에서 그 하루의 냉동 능력이 3톤(해당 가스가 제1항제2호의 정령으

로 정하는 가스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이다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정령으로 정하는 가스의 

종류마다 3톤 이상의 정령으로 정한 값) 이상을 사용하여 고압가스의 제조를 하는 사람(이 

호의 자를 제외한다) 생산 개시일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해당 각 호에 정하는 날 

20일 전에 제조하는 고압가스의 종류, 제조 시설의 위치, 구조 및 설비 및 제조 방법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 그 취지를 도도부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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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압가스 제조시설 및 저장소 등에 대한 완성검사

｢고압가스보안법｣ 제20조제1항에 “제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고압가스저장소)의 

허가를 받은 자는 고압가스의 제조를 위해 시설 또는 제1종 저장소의 설치의 공사를 완성

한 때에는 제조를 위한 시설 또는 제1종 저장소에 있어서 도도부현지사가 실시하는 완성

검사를 받고, 이것이 제8조 제1호 또는 제16조 제2항의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

된 후가 아니면 이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고압가스의 제조를 위한 시설 또는 

제1종 저장소에 있어서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고압가스보안협회 또는 경제산

업대신이 지정한 자(지정완성검사기관)가 실시한 완성검사를 받고, 이것이 제8조제1호 

또는 제16조제2항의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고, 그 취지를 도도부현지사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특정시설의 제조를 하는 자에 대한 특정설비 검사

｢고압가스보안법｣ 제56조의3제1항에 따르면, “고압가스의 제조(생산에 따른 저장을 포

함한다)를 위한 설비 중 고압가스 폭발 기타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검사, 

재료의 품질검사 또는 제조 과정의 검사를 할 특히 필요한 것으로서 경제 산업 성령에서 

정하는 시설(이하 “특정시설”이라 한다)의 제조를 하는 자는 경제산 성령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특정 시설에 대해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제조 공정마다 경제 산업 대신, 협회 

또는 경제 산업 대신이 지정하는 자(이하 “지정특정설비검사기관”이라 한다)를 할 특정 

설비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제56조의6의2제1항의 등록을 받은 특정설비제조사업을 하는 자(이하 “등록특

정설비제조업자”라 한다)가 제조한 특정설비(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제56조6의1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시설기준적합증의 교부를 받고 있는 것, 수출 기

타 경제 산업 성령에서 정하는 용도에 제공하는 특정 시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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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종 제조자의 보안검사

｢고압가스보안법｣ 제35조에 “제1종 제조자는 고압가스의 폭발, 그 밖에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제조시설에 대하여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도도부

현지사가 실시하는 보안검사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⑤ 제1종 제조자․제2종 제조자 등에 대한 정기자주검사

｢고압가스보안법｣ 제35조의2제1항에 “제1종 제조자, 제56조의7제2항의 인정을 받은 

설비를 사용하는 제2종 제조자 또는 제2종 제조자로 1일에 제조하는 고압가스의 용적이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한 가스의 종류마다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한 양(G) 이상이 자 또는 

특정고압가스소비자는 제조 또는 소비를 위한 시설로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한 사항에 대

하여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보안을 위한 자주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⑥ 완성검사에 관한 인정(��)

｢고압가스보안법｣ 제39조의2제1항에서 “제20조제3항제2호의 인증은 경제산업성령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제1항의 사업소 또는 제1종 저장소에 대해 제1종 제조자 또는 

제1종 저장소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서 특정변경공사(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

한다)에 따른 완성 검사를 스스로 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조의2제2항에서 “제1항의 신청은 스스로 완성 검사를 할 특정 변경 공사를 밝혀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⑦ 등록특정설비제조자에 대한 기준적합성 검사

｢고압가스보안법｣ 제56조의6의13 제1항에 “기준적합의무 등”에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

는바, “등록특정설비제조업자가 등록을 받은 특정설비사업구분에 관련된 특정설비를 제

조하는 경우에 있어서 제56조의3제4항의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

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만, 동조 제1항 제2호의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한 용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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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설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⑧ 출입검사

｢고압가스보안법｣ 제62조에 “경제산업대신 또는 도도부현지사는 공공의 안전의 유지 

또는 재해 발생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직원에게 고압가스의 제조를 

한 자, 제1종 저장소 혹은 제2종 저장소의 소유자 혹은 점유자, 판매업자, 고압가스를 저

장하거나 소비하는 자, 고압가스를 수입한 자, 액화석유가스법 제6조의 액화석유가스 판

매사업자, 용기의 제조를 한 자, 용기의 수입을 한 자 또는 용기검사소의 등록을 받은 

자의 사무소, 영업소, 공장, 사업장, 고압가스 또는 용기의 보관 장소 또는 용기검사소에 

출입하여 그 자의 장부서류,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고, 관계자에게 질문하거나 

시험을 위한 필요한 최소한도의 용적에 한하여 고압가스를 수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소 결

일본의 ｢고압가스보안법｣은 고압가스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압가스의 제

조, 저장, 판매, 이동, 그 밖에 취급, 소비, 용기의 제조 및 취급을 규제함과 아울러 민간사

업자 및 고압가스보안협회에 의한 고압가스의 보안에 관한 자주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를 목적으로 제정하고 있다. 

특히, 고압가스제조자 중 제1종 제조자, 제2종제조자, 그 밖의 제조자, 고압가스저장자 

중 제1종 저장자, 제2종 저장자, 그 밖의 저장자, 고압가스의 판매 및 소비자와 관련하여 

고압가스판매사업자, 특정고압가스소비자로 구분하고 있고, 용기 및 부속품 등에 관하여 

규제하고 있고, ｢고압가스보안법｣상 고압가스제조사업자 및 저장소 등에 대한 완성검사

를 받아야 하고, 특정시설의 제조를 하는 자는 제조공정마다 경제산업대신, 협회 또는 

지정특정설비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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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제1종 제조자는 정기적으로 보안검사를 받아야한다. 또한 제1종 제조자, 

제2종 제조자 또는 제2종 제조자로 1일에 제조하는 고압가스의 용적이 가스의 종류마다 

정한 양(G) 이상인 자 또는 특정고압가스소비자는 제조 또는 소비를 위한 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보안을 위한 자주검사를 받아야한다. 또한 제5조제1항의 사업소 또는 제1종 

저장소에 대해 제1종 제조자 또는 제1종 저장소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서 특정변경공사

에 따른 완성 검사를 스스로 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인정을 실시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 또한 특정설비를 제조하는 경우에 기술적합성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고압가스의 제조를 한 자, 제1종 저장소 혹은 제2종 저장소의 소유자 혹은 점유자, 판매업

자, 고압가스를 저장하거나 소비하는 자, 고압가스를 수입한 자, 액화석유가스법 제6조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용기의 제조를 한 자, 용기의 수입을 한 자 또는 용기검사소의 

등록을 받은 자의 사무소, 영업소, 공장, 사업장, 고압가스 또는 용기의 보관 장소 또는 

용기검사소에 출입하여 그 자의 장부서류,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는 출입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3) 액화석유가스의 보안의 확보 및 취급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1) 개 관

｢액화석유가스의 보안의 확보 및 취급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은 일반소비자 등에 대하

여 액화석유가스의 판매, 액화석유가스기구 등의 제조 및 판매 등을 규제함으로써 액화석

유가스에 의한 재해를 방지함과 아울러 액화석유가스의 취급을 적정하게 하고 공공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처럼 일본의 ｢액화석유가스의 보안의 확보 및 취급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상의 입법

체계는 제1장 총칙, 제2장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제3장 보안업무, 제3장의2 액화석유가

스판매사업자의 인정, 제4장 저장시설 등 및 충전을 위한 설비, 제4장의2 액화석유가스설

비공사, 제5장 액화석유가스기구 등, 제6장 잡칙(제81조-제95조의2), 제7장 벌칙(제96조-

제104조), 부칙으로 총 104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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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보안의 확보 및 취급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상의 입법체계>253)

2) ｢액화석유가스의 보안의 확보 및 취급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상 안전규제

①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의 등록

｢액화석유가스의 보안의 확보 및 취급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서 “액화석

유가스판매사업”이라 함은 액화석유가스를 일반소비자 등에 판매하는 사업(｢가스사업법｣

(소화 29년 법률 제51호) 제2조제10 항의 가스사업 및 동법 제23조 또는 제24조의 신고를 

하여 실시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액화석유가스의 보안의 확보 및 취급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을 하려고 하는 자는 2개 이상의 도도부현의 구역 내에 판매소를 

253) http://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342AC0000000149<인터넷홈페이

지: 2018년 6월 24일>

제1장 총칙(제1조, 제2조)

제2장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제3조-제26조의3)

제3장 보안업무(제27조-제35조의5)

제3장의2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의 인정    

(제35조의6-제35조의10)

제4장 저장시설 등 및 충전을 위한 설비

(제36조-제38조)

제4장의2 액화석유가스설비공사

  제1절 액화석유가스설비공사

(제38조의2-제38조의13)

  제2절 지정시험기관

(제38조의14-제38조의28)

제5장 액화석유가스기구 등

  제1절 판매 및 표시의 제한

(제39조, 제40조)

  제2절 사업의 신고 등

(제41조-제50조)

  제3절 검사기관의 등록

(제55조-제54조)

  제4절 국내등록조사기관

(제55조-제62조)

  제5절 외국등록조사기관

(제63조, 제64조)

  제6절 재해방지명령

(제65조-제80조)

제6장 잡칙(제81조-제95조의2)

제7장 벌칙(제96조-제104조)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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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하여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경제산업대신의 한 도도부현의 구역내에

서만 판매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판매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도부현지사의 등록을 받아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보안의 확보방법 등의 인정

｢액화석유가스의 보안의 확보 및 취급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의8제1항에 의하

면,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일반소비자 등

의 보안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비로서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것(이하 “보안 확보 장비”

라 한다)의 설치 및 관리 방법이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하여 

그 등록을 경제 산업 대신 또는 도도부현지사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안의 확보방

법 등의 인정”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이어서 인정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에 관한 특례규정으로 동법 제39조의8에서 “인증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임해야 할 업무 주임자의 

숫자 외 업무 주임자의 선임 방법에 대해서 경제 산업 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업무 

주임자를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저장시설 등의 설치 허가

｢액화석유가스의 보안의 확보 및 취급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서 “(ⅰ) 

제36조제1항의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저

장 시설을 설치하고자하는 자, (ⅱ) 특정 공급 시설을 설치하고 액화 석유 가스를 공급하

고자하는 자에 해당하는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는 저장 시설 또는 특정공급시설에 대

하여 해당 저장 시설 또는 특정 공급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도부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조제2항에서 “제1항의 허가신청은 저장시설 또는 특정

공급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장(소방본부를 두지 않는 시정촌에 있어서는 시정 촌

장) 또는 소방서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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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액화석유가스설비공사의 기준적합의무

동법 제38조의2에서 “공급설비 또는 소비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이하 “액화석유가

스설비공사”라 한다)는 공급시설에 대한 것에 있어서는 그 공급 설비가 제16조의2제1항

의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소비설비에 대한 것에 있어서는 그 소비설

비가 제35조의5의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각각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⑤ 액화석유가스기구 등의 판매제한

동법 제2조제7호에서 “액화석유가스기구 등”은 주로 일반소비자 등이 액화석유가스를 

소비하는 경우에 이용되는 기계, 기구 또는 재료(일반소비자 등이 소비하는 액화석유가스

의 공급에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다)이며, 정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39조제1항에 의하면, “액화석유가스기구 등의 제조, 수입 또는 판매 사업을 실

시하는 사람은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가 첨부 되고 있는 것이 아니면 액화석유가스

기구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제2항에 

“전항의 규정은 동항에 규정하는 사람이 (ⅰ) 수출용 액화 석유 가스 기구 등을 판매하거

나 판매목적으로 진열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경제 산업 대신에 신고한 때, (ⅱ) 수출용 

이외의 특정 용도에 제공하는 액화석유가스기구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할 

경우에는 경제 산업 대신의 승인을 받았을 때, (ⅲ) 제4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

고 또는 동항 제2호의 승인에 관련된 액화 석유 가스 기구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

로 진열할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⑥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의 완성검사

액화석유가스의 보안의 확보 및 취급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의3에 다르면, “제

36조 제1항 또는 전조 제1항의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는 저장시설을 설치

하고 그 위치, 구조 혹은 설비를 변경할 때 또는 특정공급설비를 설치하고 그 위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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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혹은 장치를 변경한 때에는 당해저장시설 또는 당해공급설비에 있어서 그 허가를 

한 도도부현지사가 실시하는 완성검사를 받는다. 이것이 제37조의 경제산업성령으로 정

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후가 아니면 이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당해저장시설 또는 당해 특정공급 설비에 있어서 협회 또는 고압가스보안법 제20조 제1

항 단서의 지정완성검사기관이 실시하는 완성검사를 받고 이것이 제37조의 경제산업성

령에서 정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고 그 취지를 도도부현지사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⑦ 충전사업자의 보안검사

액화석유가스의 보안의 확보 및 취급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의6제1항에 다르면, 

“충전사업자는 충전설비에 대해서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그 허

가를 한 도도부현지사가 실시하는 보안검사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다만, 충전설비에 

대해서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또는 고압가스보안법 제35조제1항제1

호의 지정보안검사기관이 실시하는 보안검사를 받고 그 취지를 도도부현지사에게 신고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⑧ 적합성검사

액화석유가스의 보안의 확보 및 취급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1항에서 “제47조 

제1항의 등록을 받은 자는 적합성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요구될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적합성검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⑨ 출입검사

｢액화석유가스의 보안의 확보 및 취급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에 “경제산

업대신은 이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한도에 있어서 직원에게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또

는 액화석유가스기구 등의 제조, 수입 혹은 판매의 사업을 하는 자의 사무소, 영업소, 공

장, 액화석유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기구 등의 보관장소, 그 밖에 그 업무를 하는 장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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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에 물건을 검사하고 관계자에 질문하거나 시험을 위한 필요한 

최소한도의 분량에 한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수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소 결

｢액화석유가스의 보안의 확보 및 취급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은 일반소비자 등에 대하

여 액화석유가스의 판매, 액화석유가스기구 등의 제조 및 판매 등을 규제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고 있다.

특히,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의 보안의 확보 및 취급의 적정화에 관

한 법률｣ 제37조의3에 따라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액화충전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의 

보안의 확보 및 취급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의6제1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도도부

현지사의 보안검사를 받아야 한다. 액화석유가스설비공사의 공급에 있어서 ｢액화석유가

스의 보안의 확보 및 취급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적합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액화석유가스의 보안의 확보 및 취급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제83조에 따라 액

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기구 등의 제조, 수입 혹은 판매의 사업을 하는 

자의 사무소, 영업소, 공장, 액화석유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기구 등의 보관장소, 그 밖에 

그 업무를 하는 장소에 출입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4. "#%A��)F	3"4*

(1) 개 관

일본의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의 공공성에 대한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

하는 동시에 공정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전기통신역무의 원활한 제공을 확보하는 동시에 

그 이용자의 이용을 보호하고, 전기통신의 건전한 발달 및 국민의 편리성을 확보를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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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공공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하게 되었다. 

이처럼 일본의 ｢전기통신사업법｣의 입법체계는 제1장 총칙, 제2장 전기통신사업, 제3

장 토지의 사용등, 제4장 전기통신분쟁처리위원회, 제5장 잡칙(제163조-제176조), 제6장 

벌칙(제177조-제193조), 부칙으로 총 193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의 입법체계254)>

(2) ｢전기통신사업법｣상 안전규제

① 전기통신설비의 개념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서 “전기통신설비란 전기통신을 위한 기계, 기구, 선로 

기타 전기적 설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2조제3호에서 “전기통신역무란 전

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통신을 연결하고, 그 외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

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어서 동법 제2조제4호에서 전기통신사업이란 전기통신역

무를 타인의 수요에 제공하는 사업(｢방송법｣ 제118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송설비 

공급의 공무에 관한 사업을 제외함)을 말한다. 따라서 전기통신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9조

254) http://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359AC0000000086#5<인터넷홈페

이지: 2018년 6월 23일>

제1장 총칙(제1조-제5조)

제2장 전기통신사업

  제1장 총칙

  제2절 사업의 등록등

  제3절 업무

  제4절 전기통신설비

  제5절 지정시험기관등

  제6절 기초적 전기통신역무지원기관

제3장 토지의 사용등

  제1절 사업의 인정

  제2절 토지의 사용

제4장 전기통신분쟁처리위원회

  제1절 설치 및 조직

  제2절 알선 및 중재 등

  제3절 자문 등

제5장 잡칙

제6장 벌칙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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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등록을 받거나,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아야 전기통신사업자가 될 수 있다

(동법 제2조제5호).

② 전기통신사업의 등록․신고

｢전기통신사업법｣ 제9조제1항에서 “전기통신사업을 하려는 자는 총무대신의 등록을 

받아야한다. 다만 (ⅰ) 전기통신회신설비의 규모 및 당해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는 

구역의 범위가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넘지 않는 경우, (ⅱ) 전기통신회선설비가 

전파법 제7조제2항제6호에 규정하고 있는 기간방송에 부가된 기간방송 이외의 무선통신

의 송신을 하는 무선국의 무선벌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고 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제16조제1항에서 “전기통신사업을 하려는 자는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ⅰ) 성명, 명칭, 주소,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의 이름, (ⅱ) 업무구역, 

(ⅲ) 전기통신설비의 개요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총무대신에게 신고하

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③ 전기통신설비의 유지 및 자기확인 등

｢전기통신사업법｣ 제41조제1항에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한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전기통신사업용으로 이용하는 전기통신설비를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

게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동법 제41조제3항에서 “총무대신은 총무성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통신역무 중에 내용, 이용자의 범위 및 이용자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에는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

업자를 그 전기통신사업용으로 이용하는 전기통신설비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전기

통신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42조제1항에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한 전기통신사업자는 

제4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전기통신설비의 사용을 개시하려고 하는 경우에 해당 전기통

신설비가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하여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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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스스로 확인을 하여야 한다”고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전기통신설비의 자기확

인”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④ 기술기준 적합명령 등

｢전기통신사업법｣ 제43조제1항에서 “총무대신은 제41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

는 전기통신설비가 동항의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그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해당 설비를 수

리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명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⑤ 관리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44조제1항에서 “전기통신사업자는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제41조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41조의2규정에 규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설비의 관리

규정을 정하고 전기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총무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즉 동법 제44조제2항에서 “관리규정은 전기통신역무의 확실하고 안정적인 제공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준수해야할 (ⅰ) 사업용 전기 통신 설비 관리 방침에 

관한 사항, (ⅱ) 사업용 전기 통신 설비의 관리 체제에 관한 사항, (ⅲ) 사업용 전기 통신 

설비의 관리 방법에 관한 사항, (ⅳ) 제44조의3의 규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총괄관리자 

선임에 관한 사항에 관한 내용을 총무성령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3) 소 결

일본의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의 공공성에 대한 적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통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전기통신역무의 원활한 제공을 확보하는 동시에 그 

이용자의 이용을 보호하고, 전기통신의 건전한 발달 및 국민의 편리성을 확보를 도모하고 

공공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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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하에 매설되는 통신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규제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하

여 일본의 ｢전기통신사업법｣상 제1장 총칙, 제2장 전기통신사업, 제3장 토지의 사용등, 

제4장 전기통신분쟁처리위원회, 제5장 잡칙, 제6장 벌칙의 내용을 검토했으나, 전기통신

시설에 대한 사후적인 안전규제체계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으나, 

일본의 ｢전기통신사업법｣상 전기통신설비에 사전적인 규제로 전기통신사업의 등록․신

고제도, 전기통신설비의 유지 및 자기확인, 기술기준 적합명령 등, 관리규정 등을 마련하

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따라서 일본의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에 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통한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의 이용과 전기통신의 발전을 도모하는 하기 위한 

법률이므로 지하에 매설되는 전기통신설비에 대한 안전관리규제체계에 대하여 사후적인 

관리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5. Q��	
��	??(	��2	=&	����)F	3"4*

(1) 개 관

일본은 1952년 ｢도로법｣에서 지하도를 도로의 점용시설로서 인가하고 자동차 수용을 

위해 지하주차장을 병설하도록 하는 것을 시작으로 1956년 ｢건축기준시공령｣에서 지하

가라는 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지하가 구조에 관한 기준”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어서 

1973년 ｢소방법시행규칙｣에서 화사발생시 소화, 연락, 피난유도 등의 소방계획을 규정하

고, 4성청(건설성․소방청․경찰청․운수성) 공동의 “지하가의 취급에 대한 신설 및 증

설”을 엄격하게 억제하였다. 계속 1989년에 건설성은 ｢지하의 공공적 이용에 관한 기본

계획 책정 등의 추진 방향｣에 관해 고시를 하였고, 1997년도에 보행자 지원․방화구획변

경 등의 ｢지하가에 관한 기본방침｣을 개정하고 2000년에 ｢대도심지하의 공공적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기에 이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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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대도심지하의 공공적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공공의 이익이 되는 사업에 

의한 대심도 지하의 사용에 관하여, 그 요건, 절차 등에 대하여 특별 조치를 강구함으로

써, 당해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대심도 지하의 적정하면서 또한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

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게 되었다. 

일본의 ｢대도심지하의 공공적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입법체계는 제1장 총칙, 제2

장 사업의 준비, 제3장 사용의 인가, 제4장 사업구역의 명도 등, 제5장 잡칙, 제6장 벌칙, 

부칙으로 총56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도심지하의 공공적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입법체계255)>

255) http://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412AC0000000087<인터넷 홈페

이지: 2018년 6월 23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대상지역)

  제4조(대상사업)

  제5조(안전의 확보 및 환경 보전의 배려)

  제6조(기본방침)

  제7조(대심도 지하 사용 협의회)

  제8조(정보의 제공 등)

제2장 사업의 준비 등 

  제9조(사업의 준비를 위한 출입 및 그 손

실의 보상에 관한 토지수용법의 준용)　

제3장 사용의 인가

  제10조(사용의 인가)　

  제11조(사용의 인가에 관한 처분을 시행하

는 기관)

  제12조(사전 사업간 조정)　

  제13조(조서의 작성)　

  제14조(사용인가신청서)

  제15조(사용인가 신청서의 보정 및 각하)

  제16조(사용의 인가 요건)　

  제17조(사용의 인가 조건)

  제18조(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의 청취 등)　

  제19조(설명회 개최 등)

  제20조(사용의 인가 절차에 관한 토지수용

법의 준용)

  제21조(사용 인가의 고시 등)

  제22조(사업구역을 표시하는 도면의 장기 

열람)

  제23조(등록부)

  제24조(사용 인가의 거부)　

  제25조(사용 인가의 효과)

  제26조(점용의 허가 등의 특례)　

  제27조(사용의 인가에 근거하는 지위의 승계)

  제28조(권리의 양도)　

  제29조(사용 인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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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동법 제2조에서 “대심도 지하란 (ⅰ) 건축물의 지하실 및 그 건설 용도로 통상 제공되

는 일이 없는 지하의 깊이로서 정령(HI)으로 정하는 깊이, (ⅱ) 당해 지하를 사용하려고 

하는 지점(JK)에서 통상의 건축물의 기초말뚝을 지지할 수 있는 지반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 가운데 가장 얕은 부분의 깊이에 정령으로 정하는 거리를 더한 깊이 중에 

해당하는 깊이의 지하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도심지하의 공공적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조에서 “법 제2

조제1항제1호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깊이는 지표에서 40미터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어서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하에서 “법 제2조제1항제2호의 통상의 건축물의 기초 말뚝을 

지지할 수 있는 지반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은 그 지반에서 건축물의 기초 말뚝을 

지지함으로써 해당 기초 말뚝이 한 평방미터 당 2,500 킬로미터 이상 허용 지지력을 가지

  제30조(사업의 폐지 또는 변경)　

제4장 사업구역의 명도 등 

  제31조(사업구역의 명도)

  제32조(사업구역의 명도에 수반하는 손실

의 보상)

  제33조(보상금의 공탁)

  제34조(물상 대위)　

  제35조(사업구역의 명도의 대행)

  제36조(사업구역의 명도의 대집행)

  제37조(기타 손실의 보상)

  제38조(원상회복의 의무)　

제5장 잡칙

  제39조(수수료)

  제40조(감정인 등의 여비 및 수당의 부담)

  제41조(행정절차법의 적용 제외)　

  제42조(도도부현 지사가 한 처분 등에 대

한 불복 이의신청)　

  제43조(불복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제44조(사용인가의 절차(수속)의 생략)

  제45조(소송)　

  제46조(기간의 계산, 통지 및 서류 송달의 

방법에 관한 토지수용법의 준용)

  제47조(대리인)

  제48조(권한의 위임)

  제49조(사무의 구분)　

  제50조(지정도시의 구(�)및 종합구에 관한 

특례)　

  제51조(정령으로의 위임)

제6장 벌칙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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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반(이하 “지지지반”이라 한다)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서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거리는 10미터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일본의 대심도 지하의 개념: �대도심지하의 공공적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조 및 제2조제3항>256)

특히, ｢대도심지하의 공공적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른 특별조치의 해당사

업으로  인정전기통신사업자가 동항에 규정하는 인정전기통신사업 용도로 제공하는 시

설에 관한 사업, ｢전기사업법｣에서 일반송배전사업, 송전사업, 특정송배전사업 또는 발전

사업 용도로 제공하는 전기공작물에 관한 사업, ｢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공작물에 관한 

사업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대도심지하의 공공적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서는 대심도 지하

를 사용할 때에는 그 특성을 감안하여 안전의 확보 및 환경 보전에 특히 배려하고 안전뿐

256) http://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412CO0000000500<인터넷 홈페

이지: 2018년 6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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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니라 환경 보전도 중요시 하고 있다. 그리고 공공의 이익이 되는 사업의 원활한 수

행과 대심도 지하의 적정하면서 또한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협의를 시

행하기 위하여, 대상 지역마다,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관계 행정기관 및 관

계 도도부현에 의하여, 대심도 지하 사용 협의회를 조직하도록 하고 있으며, 협의회는,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시정촌(LMN) 및 사업자에 대하여, 자료의 제공, 

의견의 개진, 설명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7조). 또한 

동법 제7조에 국가 및 도도부현으로 하여금 공공의 이익이 되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대심도 지하의 적정 하면서 또한 합리적인 이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대상 지역의 지반 

상황, 지하 이용 상황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힘써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법 제10조에서 “사업자는, 대상 지역에서, 이 장(O)이 정하는 바에 따라(국토

교통대신의 인가), 사용의 인가를 받아서, 당해 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대심도 

지하를 사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동법 제11조에서 (ⅰ) 인정전기통신사업자가 인정전

기통신사업(그 업무 구역이 하나의 도부현의 구역 내에 머무르는 것을 제외한다) 용도로 

제공하는 시설에 관한 사업, (ⅱ) ｢전기사업법｣에 의한 일반 송배전사업(공급 구역이 하

나의 도부현의 구역 내에 머무르는 것을 제외한다), 송전사업(공급의 상대방인 일반 송배

전사업자의 공급 구역이 하나의 도부현의 구역 내에 머무르는 것을 제외한다), 특정송배

전사업(공급 지점이 하나의 도부현의 구역 내에 머무르는 것을 제외한다) 또는 발전사업

(당해 사업 용도로 제공하는 전기공작물과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전선로가 하나의 도부현

의 구역 내에 머무르는 것을 제외한다) 용도로 제공하는 전기 공작물에 관한 사업을 하는 

것일 때에는 국토교통대신이 사용의 인가에 관한 처분을 통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정하

고 있다.

국토교통대신 또는 도도부현 지사는, 사용의 인가에 관한 처분을 시행하려고 하는 경

우에 있어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에 관계되는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구

역에 관계되는 토지 및 그 부근지의 주민에게, 설명회 개최 등 사용인가 신청서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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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의 내용을 주지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동법 

제19조). 국토교통대신 또는 도도부현 지사는 사용의 인가를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당해 사용의 인가를 받은 사업자에게 문서로 통지함과 동시에, 인가사업자의 명

칭, 사업의 종류, 사업구역, 사업에 의하여 설치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의 내력, 사용 기간 

등에 해당하는 사항을 각각 관보 또는 당해 도도부현의 공보로 고시하도록 하였다(동법 

제21조제1항). 또한 국토교통대신은 고시를 했을 때에는 즉시, 관계 도도부현 지사에게 

그 취지를 통지함과 동시에 사업구역을 표시하는 도면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하고, 도도부

현 지사가 고시를 했을 때에는 즉시, 국토교통대신에게 그 취지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동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

(3) 소 결

일본의 ｢대도심지하의 공공적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공공의 이익이 되는 사업에 

의한 대심도 지하의 사용에 관하여, 그 요건, 절차 등에 대하여 특별 조치를 강구함으로

써, 당해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대심도 지하의 적정하면서 또한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

는 법률이다. 

일본의 ｢대도심지하의 공공적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대심도 지하란 “건축물의 

지하실 및 그 건설 용도로 통상 제공되는 일이 없는 지하의 깊이로서 정령(HI)으로 정

하는 깊이(지표로부터 40m)” 또는 “당해 지하를 사용하려고 하는 지점(JK)에서 통상의 

건축물의 기초말뚝을 지지할 수 있는 지반(그 지반에서 건축물의 기초말뚝을 지지하는 

것에 의해 당해 기초말뚝이 1제곱미터당 2천 5백kn<키로뉴턴>이상의 허용지지력을 갖는 

지반)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 가운데 가장 얕은 부분의 깊이에 정령으로 정하는 거리

(10m)를 더한 깊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일본의 ｢대도심지하의 공공적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국토교통대신 또는 도

도부현 지사는, 신청에 관계되는 사업이 (ⅰ) 도로, 하천, 용수로 또는 배수로, 철도, 궤도, 

전기공작물, 가스공작물, 공공하수로, 유역하수로 또는 도시하수로 등 제4조 각호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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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일 것과 (ⅱ) 사업이 대상 지역에 있어서 대심도 지하에서 시행되는 것일 것, (ⅲ)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대심도 지하를 사용하는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것일 것, 

(ⅳ) 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수행하는 충분한 의사와 능력을 가진 자일 것, (ⅴ) 사업계획

이 기본방침으로 적합한 것일 것, (ⅵ) 사업에 의하여 설치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이, 사업

구역에 관계되는 토지에 통상의 건축물이 건축되어도 그 구조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내력 이상의 내력을 가지는 것일 것, (ⅶ)  사업 시행에 수반하여, 사업

구역에 있는 우물 기타 물건의 이전 또는 제거가 필요할 때에는, 그 이전 또는 제거가 

곤란 또는 부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것 등의 모든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 비로소 사용의 

인가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6조). 즉, 일본은 대심도 지하 사용의 인가 요건을 까다롭

게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대신의 인가까지 추가로 요함으로써 지하의 무분별한 사용

을 억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하라이프라인의 경우에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에 

사용인가등의 규정을 엄격하게 다룰 필요성이 높다.

따라서 일본의 ｢대도심지하의 공공적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대심도 지하를 사용

할 때에는 그 특성을 감안하여 안전의 확보 및 환경 보전에 특히 배려하여야 함을 규정함

으로써(법 제5조) 안전뿐만 아니라 환경 보전도 중요시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라고 

판단된다.

�5� �!L

미국은 지하 라이프라인의 안전규제체계와 관련하여 위험물질과 파이프라인 검사체계

로 구성하고 있는바, 파이프라인 안전프로그램을 통하여 운영자들이 안전청의 기준에 따

라 파이프라인 안전규정을 감독하고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

다. 또한 미국은 가스배관과 관련하여 배관상태, 부식, 결함, 오염 등의 상태를 검사할 

수 있는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사용자가 스스로 위반한 사항에 대

하여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에 신고를 통하여 벌칙을 경감해주는 “자체신고제도”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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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루지애나 주는 굴착 및 철거, 긴급굴착, 피해예방조치, 기금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하여 지하 라이프라인에 관한 안전규제를 마련하고 있다.

영국도 지하서비스와 관련된 법령은 존재하고 있으나, 지하서비스와 관련된 직접적인 

법령이 없다는 점에서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유지를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보건안전청을 통하여 작업장의 보건과 안전에 관한 검사를 하고 있는 

점을 발견할 수 있고, 지하서비스 안전검사는 민간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고, 

특히 도시계획시행자로 하여금 모든 장치에 대한 검사 및 기록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

며, 이러한 지하서비스 기록을 시행하고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지하서비스 내에 작업을 

수행할 권한을 가진 자에게 무료로 열람하고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

이다.

독일은 전기, 가스, 통신 등의 지하 라이프라인과 관련하여 연방네트워크청(BNetzA)이 

관할하고 있으나, 지하 라이프라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통합적인 법률은 마련하고 있지 

않다. 특히, 독일의 에너지사업법 제49조에서 전기안전과 가스안전을 다루고 있는바, 구

체적으로 전기안전에 대한 기술적 사항은 독일 전기기술협회(VDE)의 기술규정을, 가스

안전에 대한 기술적 사항은 가스 및 수자원협회(DVGW) 기술규정을 따르도록 정하고 있

다. 따라서 독일은 연방차원에서 안전규정을 마련하는 방식보다는 기술적 안전사항에 관

한 관리 및 감독권을 중시하여 전기, 가스, 통신 등의 지하라이프라인 관련 법령이 통합하

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 개별 법령의 몇 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일본은 미국, 영국, 독일의 국가와 달리 지하 라이프라인인 전기설비, 가스배관, 열공급

시설, 통신시설에 대한 안전규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명시적으로 지하에 대한 규제를 마련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기사업법｣, 가스 3법인 ｢가스사업법｣, ｢고압가스보안법｣, ｢액화

석유가스의 보안의 확보 및 취급의 적정화에 관한 법｣, ｢전기통신사업법｣, ｢대심도 지하

의 공공적 사용에 대한 특별조치법｣ 등의 법제를 마련하고 있다. 가령, 일본의 ｢전기사업

법｣ 제56조에 일반용전기공작물에 대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사용정지 

및 제한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사업용전기공작물에 대한 공사계획 인가 및 신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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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사용전검사, 특정중요전기공작물에 대한 정기검사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일

본의 ｢가스사업법｣은 종전의 8장 62개 조문에서 제10장 제207개의 조문체계로 개정을 

하여 가스소매사업, 일반가스도관사업, 특정가스도관사업 및 가스제조사업을 하고자 하

는 경우에 등록, 신고, 허가 등을 경제산업대신에게 받아야하고, 공사계획, 제조계획 신고, 

사용전 검사 및 정기자주검사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고압가스보안법｣은 

고압가스제조사업자 및 저장소 등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특정시설의 제조를 

하는 자는 제조공정마다 경제산업대신, 협회 또는 지정특정설비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

야 하고, 제1종 제조자는 정기적으로 보안검사를 받아야하고, 제1종 제조자, 제2종 제조

자 또는 제2종 제조자로 1일에 제조하는 고압가스의 용적이 가스의 종류마다 정한 양(G) 

이상인 자 또는 특정고압가스소비자는 제조 또는 소비를 위한 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보안을 위한 자주검사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특정설비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기술적합성 검사 및 출입검사를 받아야 한다. ｢액화석유가스의 보안의 확보 및 취급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상 액화충전사업자는 정기적으로 도도부현지사의 보안검사를 받아

야하고, 액화석유가스설비공사의 공급에 있어서 적합성검사를 받아야한다. 특히, 일본의 

｢전기통신사업법｣상 전기통신설비에 사전적인 규제로 전기통신사업의 등록․신고제도, 

전기통신설비의 유지 및 자기확인, 기술기준 적합명령 등, 관리규정 등을 마련하고 있다

는 점이 특징이다. 일본의 ｢대도심지하의 공공적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공공의 이익

이 되는 사업에 의한 대심도 지하의 사용에 관하여, 그 요건, 절차 등에 대하여 특별 조치

를 강구함으로써, 당해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대심도 지하의 적정하면서 또한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는바, 지하 라이프라인과 관련된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법률이 라기보다는 오히려 대심도 사용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는 특별법으로 지하

를 사용할 때에 그 특성을 감안하여 안전과 환경보전을 특별하게 배려하여야 한다는 규

정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의 주요국가의 지하라이프라인 관련 법제도 등을 분석해 

보았으나, 지하 라이프라인 안전규제와 관련하여 최적화되게 규율하고 있지 않음을 발견

할 수 있었고, 미국, 영국, 독일의 경우에는 안전관리체계를 민간이나, 공인검사기관,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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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등을 통하여 “사업자 중심의 자율안전관리체계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고,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법제와 유사하게 ｢전기사업법｣, 가스 3법인 ｢가스사업법｣, 

｢고압가스보안법｣, ｢액화석유가스의 보안의 확보 및 취급의 적정화에 관한 법｣, ｢전기통

신사업법｣ 등을 개별규정을 통하여 사전-사후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러므로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의 주요국가의 지하라이프라인 관련 법제도 분석을 통

하여 우리나라의 도심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싱크홀) 사고를 사전에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사후에 대응하고 있는 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부문에 

대하여는 한계가 있다고 하겠으나,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의 도심지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싱크홀)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지하 라인프라인 전기설비, 가스배관, 열공급시

설 및 통신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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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018년 8월 31일에 발생한 서울 금천구 가산동 인근 도로 지반침하사고는 대우건

설 건설 중인 오피스텔 “지상 20층․지하 3층”규모로 설계되어 착공 중에 흙막이 시설이 

붕괴되면서 발생하게 되었는데, 인근 도로에서 가로 30미터, 세로 10미터, 깊이 6미터의 

지반침하(싱크홀)가 발생으로 인하여 주민 200여명이 긴급 대피하는 사고가 발생했

다.257) 또한 2018년 9월 6일 오후 11시 22분쯤에 서울 동작구 상도동 다세대주택 공사 

현장에서 지반침하 현상이 발생하여 인근 상도유치원 건물이 10도 이상 기울어지는 사고

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 사고 역시 인근 도시형 생활 주택(빌라) 공사를 진행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지반침하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건축법｣ 제11조제3항

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를 제출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5년 10월 이전까지는 12종 이던 서류가 9종으로 줄게 되었는바, 

제외된 3개 종이 “토지굴착 및 옹벽도”, “건축설비도”, “시방서”등의 서류가 삭제됨으로 

인하여 건축허가시에 토지굴착도 등을 심사할 때에 주변 토지의 붕괴 우려 등의 충분한 

자료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지반침하의 원인으로 찾을 수 있다.258) 

257) http://www.newspim.com/news/view/20180907000236<인터넷홈페이지: 2018년 9월 7일>

258)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565750<인터넷홈페이지: 2018년 9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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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우리나라의 도심지 지하에 전기, 가스, 열공급시설 및 통신시설 등을 매설하기 

위하여는 먼저,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하고, 둘째, 토지의 굴

착단계와 관련해서는 ｢건축법｣ 제40조에 따른 “대지안전”과 제41조에 “토지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의 근거를 삼아 허가권자로 하여금 굴착조치를 할 수 있으며, 셋째, 일반지

하의 굴착단계에서의 안전조치와 관련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조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로 하여금 지반 등의 굴착기 위험방지조치로 기울기, 매설물에 

대한 방호조치 등의 안전규제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법｣ 제114조에서 “제61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로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점

용한 자”에 대하여는 2년이하의 징역과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도로법｣ 제117조제2항제3호에서 “제6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사고 방지대책

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동조제2항제5호에서 “제62조제5항에 따른 주요 지하매설물 관

리자의 참여 없이 굴착공사를 시행한 자”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다. 아울러 ｢건축법｣ 제110조제8호에서 제40조제4항(손궤(��: 무

너져 내림)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옹벽을 설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을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건축법｣ 

제111조제5호에서 법 제41조(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를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

공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더욱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

의2에서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

르게 한 사업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동시에 동법 제67조제1호에서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사업주의 안전

조치) 또는 제24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는 자에 대한 행정형벌” 부과처

분이 너무 미약하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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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도로․토지․일반지하의 굴착단계에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위반한 자에 

대한 행정형벌의 제재처분이 ｢도로법｣에서는 도로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원 이하 벌금, 안전사고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3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너무 미약한 부과처분으로 “1000만

원”으로 상향조정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 등의 안전조치 강화를 필요로 한다고 판

단된다. 왜냐하면 ｢건축법｣은 손궤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웅벽을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건축주나 시공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의 벌금과 토지의 굴착부

분에 대한 조치를 위반한 건축주 및 시공자에게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과 사업주의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과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도로․토지․일반지하의 굴착단계에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위반한 자

에 대한 행정형벌의 제재처분 기준을 ｢도로법｣상 “안전사고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건축법｣은 손궤의 우

려가 있는 토지에 웅벽을 설치를 취하지 않은 건축주나 시공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의 벌금” 규정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벌금”과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를 위반한 건축주 및 시공자에게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1억원 이하의 벌금”

으로 상향조정을 통하여 지하 라이프라인에 관한 안전관리를 실효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

록 하는 ｢도로법｣․｢건축법｣상 “안전조치 불이행자에 대한 행정형벌 강화”에 관한 법개

정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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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전력사업 시스템>259)

현행 ｢전기사업법｣ 제63조 및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에서는 “법 제61조(전기

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및 제62조(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에 따라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용

전검사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별표9] 제8호에서 “지하에 

매설된 송전․변전 및 배전설비에 관한 공사 중에 지중선로 중 토목공사가 완성된 때, 

송전․변전 및 배전설비 중 공사계획에 따른 공사의 일부가 완성되어 그 완성된 설비만

을 사용하려고 할 때, 전체공사가 완성될 때에 사용전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처럼 사용전 검사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취지는 전기설비 자체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과 더불어 그 전기설비로부터 인체나 물체에 위해나 장애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 전기설비가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를 받은 대로 안전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

259) 김재성, “전력산업이 구조개편, 선진화 그리고 향후과제”｢공공기관연구 포커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

관연구센터, 2013/4), 1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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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전기설비와 관련하여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사용

전 검사를 받고 난 이후에 20년 이상이 경과한 지하의 송전․변전 및 배전설비에 대하여 

안전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현행 ｢전기

사업법｣ 제67조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르면 안전원칙, 지중선로

의 매설표시, 방화조치, 출입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안전검사 관련 기준

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하의 매설된 송전․변전 및 배전설비에 대하여 안전관리의 공백문제를 해결

하기 위하여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의 [별표5] 송․배전설비 설치 공사시 

“조건조항인 거리규정을 삭제”를 통하여 검사를 받지 않기 위하여 1킬로미터 이하로 설

치 또는 500미터 이하로 설치하여 검사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부문을 삭제하여 검사대상

으로 확대하기 위함과 아울러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의 [별표10]에 정기검

사 대상 및 시기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서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르면 안전원칙, 지중선로의 매설표시, 방화조

치, 출입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제38조의2에서 “지중 전선로에 대하여 

항상 적정상태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6개월에 1회 이상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하거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안전검검을 위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의 [별표5]>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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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전소

 나. 변경공사
- - - -

  2) 차단기
-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차단기 설치 또는 대체
-

전압 10만볼트 이상의 차

단기 설치 또는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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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송전선로

 가. 설치 공사 전압 20만볼트 이상

의 송전선로 설치

(1) 전압 20만볼트 미

만으로서 선로 길이 10

킬로미터 이상의 송전

선로 설치

(2) 전압 20만볼트 미

만으로서 선로 길이 1

킬로미터 이상의 지중 

송전선로 설치

(현행과 같음) 전압 20만볼트 미만의 송

전선로 설치

 나. 변경공사

  1) 전선로 전압 20만볼트 이

상으로서 선로 길

이 5킬로미터 이

상의 송전선로 연

장 또는 변경

전압 20만볼트 미만으

로서 선로 길이 10킬로

미터 이상의 송전선로 

연장 또는 변경

전압 20만볼트 이

상의 송전선로 연

장 또는 변경

전압 20만볼트 미만의 송

전선로 연장 또는 변경

  2) 개폐소 (생  략) (생  략)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4. 배전선로
-

(공동구 또는 전력구만 

해당한다)

- <삭  제>

 가. 설치공사

 (전력케이블 

및 부대설비 

삭제)

-

전압 1만볼트 이상으로서 

선로 길이 0.5킬로미터 이

상의 배전선로 설치

-

전압 1만볼트 이상의  배

전선로 설치

 나. 변경공사

 (전력케이블 

및 부대설비 

삭제)

-

전압 1만볼트 이상으로

서 선로 길이 0.5킬로미

터 이상의 배전선로 연

장 또는 변경

-

전압 1만볼트 이상의 배

전선로 연장 또는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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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의 [별표10]에 정기검사 대상 및 시기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전기설비기술기준 개정(안)>

]^ ｢0�4+�P�｣ ｢0�4+�P�｣_7(5)

<신설> 제38조의2(안전조치) 지중 전선로에 대하여 항

상 적정상태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6개월에 1

회이상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

하거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 *  ! *!(_75) �  � +  ,

1. 전기사업용 전기

설비: 기력, 내연력, 

가스터빈, 복합화

력, 수력(양수), 풍

력, 태양광, 연료

전지 및 전기저장

장치발전소(구역전

기사업자의 송전ㆍ

변전 및 배전설비

를 포함한다)

(1) 증기터빈 및 내연

기관 계통

(2) 가스터빈ㆍ보일러ㆍ

열교환기(｢집단에

너지사업법｣을 적

용받는 보일러 및 

압력용기는 제외) 및 

발전기 계통

(3) 수차ㆍ발전기 계통

(4) 풍차ㆍ발전기 계통

(5) 태양광ㆍ전기설비 

계통

<신설>

(6) 연료전지ㆍ전기설비 

계통

(7) 전기저장장치ㆍ전기

설비 계통

(8) 구역전기사업자의 송

전ㆍ변전 및 배전설비

(1) 증기터빈 및 내연

기관 계통

(2) 가스터빈ㆍ보일러ㆍ

열교환기(｢집단에

너지사업법｣을 적

용받는 보일러 및 

압력용기는 제외) 및 

발전기 계통

(3) 수차ㆍ발전기 계통

(4) 풍차ㆍ발전기 계통

(5) 태양광ㆍ전기설비 

계통

(6) 송전(10만볼트 이

상)․배전선로(1만 

볼트 이상) 계통

(7) 연료전지ㆍ전기설비 

계통

(8) 전기저장장치ㆍ전기

설비 계통

(9) 구역전기사업자의 송

전ㆍ변전 및 배전설비

4년 이내

2년 이내

4년 이내

4년 이내

4년 이내

4년 이내

4년 이내

4년 이내

2년 이내

(1)부터 (4)

까지의 설

비에 부속

되는 전기

설 비 로 서 

사용압력이 

제곱센티미

터당 0킬로

그램 이상의 

내압부분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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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	���[���, 67�������, �����"���2	Q&	
��o��	�#o�	�;	y3

최근 노후화된 도시배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도시가스사업법｣에 “배관건

전성관리제도”를 입법화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설치”, “도시배관 

매설상황 확인”, “협의 및 순회점검”, “도시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의 준수”, “도시가스배

관의 안전조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도시가스사업법｣은 도시가스의 폭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등의 안전

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율검사, 수시검사, 정기검사, 정밀안전진단, 안전관리수준평가, 안

전성평가, 배관건전성관리제도 등의 다수의 사후적인 안전규제수단인 검사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은 가스도매사업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충전

사업자,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가스사용시

설업자의 경우에도 6개월마다 자율검사와 1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으

로 인하여 사업자에 많은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측면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도시가스사업법｣상 도시가스 폭발사고로 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등의 안전

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스도매사업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나프

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가스사용시설업자의 경우

에도 6개월마다 자율검사와 1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을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 또는 1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되, 정기검사 기간과 중첩되는 자율

검사시기를 면제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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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상 정기검사 주기>

�� ｢�����	
 ����｣ ｢�����	
 ����｣ ��

제25조(정기검사) ③ 법 제17조에 따른 정기

검사는 다음 각 호의 날을 기준으로 매 1년

(제20조의2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가스사용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경로당과 ｢영유아보육법｣ 제

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은 10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다만, 가스공급시설(가스충전시설은 제외한

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특정가스사용

시설의 정기검사일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1. 제21조제1항에 따른 시공감리의 대상이 

되는 가스공급시설은 최초로 그 시공감리

증명서를 받은 날

2. 제21조제1항에 따른 시공감리의 대상이 

아닌 가스공급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스공급시설은 그 시설

의 설치를 완료한 날

  가. 호칭지름 50밀리미터 이하인 저압의 

공급관

  나. 배관의 길이가 50미터 미만인 사용자

공급관(호칭지름 50밀리미터 이하인 

저압의 공급관에 연결되는 사용자공급

관은 제외한다)

  다. 호칭지름 5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저압의 

공급관 중 길이 20미터 미만인 공급관

제25조(정기검사) ③ 법 제17조에 따른 정기검

사는 다음 각 호의 날을 기준으로 매 2년(가

스도매사업자 : 2년, 일반도시가스사업자 : 2

년, 도시가스충전사업자 : 2년, 나프타부생가

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 2년, 합성천연

가스제조사업자 : 2년, 제20조의2제1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가스사용시설 중 ｢노인

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과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

린이집은 10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

에 받아야 한다. 다만, 가스공급시설(가스충전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특

정가스사용시설의 정기검사일은 한국가스안전

공사가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특정가스사용시

설의 사용자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1. 제21조제1항에 따른 시공감리의 대상이 

되는 가스공급시설은 최초로 그 시공감리

증명서를 받은 날

2. 제21조제1항에 따른 시공감리의 대상이 

아닌 가스공급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스공급시설은 그 시설

의 설치를 완료한 날

  가. 호칭지름 50밀리미터 이하인 저압의 

공급관

  나. 배관의 길이가 50미터 미만인 사용자

공급관(호칭지름 50밀리미터 이하인 저

압의 공급관에 연결되는 사용자공급관

은 제외한다)

  다. 호칭지름 5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저압의 

공급관 중 길이 20미터 미만인 공급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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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E)｣F	��o��	�#o�	���	#�	��	��

현행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고압

가스판매자 중 용기에 의한 고압가스판매자는 제외한다)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제5조의3

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

로 허가관청ㆍ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동

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서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대상별 검사주기

는 [별표 19]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상 정기검사의 대상별 검사 주기: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별표 19]>

1%*! 1%`�

가. 제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고압가스특정제조허가를 받은 

자(이하 이 표에서 “고압가스특정제조자”라 한다)

매 4년

나. 고압가스특정제조자 외의 가연성가스ㆍ독성가스 및 산소의 제조자

ㆍ저장자 또는 판매자(수입업자를 포함한다)

매 1년

다. 고압가스특정제조자 외의 불연성가스(독성가스는 제외한다)의 제조

자ㆍ저장자 또는 판매자
매 2년

라.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이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의 제조자 또는 저장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시기

�� ｢�����	
 ����｣ ｢�����	
 ����｣ ��

3. 제21조제4항에 따른 완성검사 대상이 되

는 가스충전시설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은 

최초로 그 완성검사증명서를 받은 날

3. 제21조제4항에 따른 완성검사 대상이 되

는 가스충전시설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은 최

초로 그 완성검사증명서를 받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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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정기검사의 대상별 검사 주기에 따르면, 고압가스특정제조자는 4년, 가연성가스ㆍ독

성가스 및 산소의 제조자ㆍ저장자 또는 판매자(수입업자를 포함한다)는 1년, 불연성가스

(독성가스는 제외한다)의 제조자ㆍ저장자 또는 판매자는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가연성가스ㆍ독성가스 및 산소는 불연성가스(독성가스는 제외한다) 보다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정기검사 주기를 짧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입법취지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상 가연성가스ㆍ독성가스 및 산소의 제조자ㆍ저장자 

또는 판매자(수입업자를 포함한다)와 불연성가스(독성가스는 제외한다)의 제조자ㆍ저장

자 또는 판매자에 대해서 매년 6개월마다 자율검사와 1년 또는 2년 마다 정기검사를 실시

하고 있음에 따라 많은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동일한 항목으로 매년 6개월마다 자율검사와 1년 또는 2년마다 정기검사를 계

속 실시하는 것은 비용효과적인 측면에서도 비효율적이며, 본래의 자율검사의 입법취지

를 퇴색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상 본래의 자율검사와 정기검사의 입법취지를 실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첫째, 자율안전관리 확립이라는 자율검사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현행 

정기검사 항목과 동일하여 사업자 자체로 수행이 불가능한 자율검사의 항목을 합리적으

로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율검사와 정기검사를 연속적으로 합격

하는 등 안전관리가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소는 자율검사 유예 또는 면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

5. LPG ?@y�2�	84�	�d��y��-	"��	3"=E4�	*�	y3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지역에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하여 각각의 가

정이나 사용처에 배관을 연결하여 공급하게 되는 경우에 “도시가스배관”과 유사한 성질

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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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하에 매설된 LPG 소규모 저장탱크가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매설하여 배관을 

통하여 공급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시공감리, 배관보호, 및 사후적인 관리규정이 마련되어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제35조의2에 “시공감리”에 관한 규정, “배관을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

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상 시공감리 및 배관보호>

�� ｢������� ���� � �	
｣ ｢������� ���� � �	
｣ ��

<신설> 제35조의2(시공감리 등) ① 소규모저장탱크설치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

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는 경우

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

청장의 감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받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소규모저장탱크설치사업자는 제1항 본문

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

를 한 경우 그 감리자로부터 사용 적합 판정

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③ 소규모저장탱크설치사업자는 제1항 단서

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받으려면 공사착공 

전과 완공 후에 그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

청장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소규모저장탱크설치사업자는 가스충전시

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할 때에는 산

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의 공정별(���)로 시장․군수․구청

장의 중간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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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소규모저장탱크설치사업자는 가스충전시

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시

장․군수․구청장의 완성검사를 받아 이에 

합격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⑥ 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감리, 중

간검사 및 완성검사의 대상과 기준, 그 밖에 

감리,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에 필요한 사항

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제35조의3(소규모저장탱크설치사업자의 안전관

리) 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저장탱크설치사업자는 가스배관의 장기사용 

등으로 인한 가스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

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배관시설에 

대한 건전성관리 수행계획서(이하 “수행계획

서”라 한다)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행계획서 및 제

1항 후단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

서를 검토한 결과 가스배관의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 

따른 소규모저장탱크설치사업자에게 수행계

획서를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전단에 따른 소규모저장탱크설치

사업자는 수행계획서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작성하여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전단에 따른 소규모저장탱크설치사

업자는 제3항에 따른 수행계획서의 이행 결

과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 전단에 따른 소규모저장탱크설치

사업자는 수행계획서의 이행 결과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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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3조제3항에서 공급시설에 관한 안전규제와 관련하여 정

기적으로 받는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한 부문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산업통상

자원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기검사를 받게 되는 시기나 방법 등에 관하

여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효기간”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서, ｢집단에너

지사업법｣의 경우에서 열공급시설을 지하에 매설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도시가스사업법｣

과 유사하게 “굴착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3조제3항에서 공급시설에 관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

는 시기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정비와 지하에 매설되는 열공급시설에 대하여도 “굴착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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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확인을 받

아야 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보

고받거나 제5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소규모

저장탱크설치사업자의 안전관리에 개선 등

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 따른 소

규모저장탱크설치사업자에 대하여 수행계획

서의 보강, 재이행 또는 이행 결과 재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⑦ 수행계획서 작성기준 및 제출시기, 그 

밖에 소규모저장탱크설치사업자의 안전관리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한다.



제5장 지하라이프라인 안전관리 실현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30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3조제3항의 공급시설에 관한 검사 등 정비 방안 및

제23조의2․제23조의3 굴착에 관한 규정 신설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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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검사 등) ① 사업자는 공급시설의 설치

공사나 변경공사를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

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의 공

정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급시설은 산

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

검사를 한 후 사용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에 지장이 없

고 공급시설을 임시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

기간 및 방법을 정하여 그 시설을 임시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사업자는 공급시설에 대하여 산업통상자

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3항

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사업자에게 지체 없

이 검사의 유효기간이 적힌 검사증을 발급

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자체검사를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기록

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검사 등) ① <좌동>

② <좌동>

③ 사업자는 공급시설에 대하여 1년의 범위

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

다 정기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정

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 ⑤ <좌 동>

<신설> 제23조의2(열공급시설 배관에 대한 정보지원)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2에 따른 굴착공

사정보지원센터(이하 “정보지원센터”라 한다)

는 구멍 뚫기, 말뚝 박기, 터파기,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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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굴착공사(이하 “굴착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열공급시설 배관의 

파손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보제공, 홍보 

등에 필요한 굴착공사지원정보망의 구축․운

영, 그 밖에 매설배관 확인에 대한 정보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제23조의3(열공급시설 배관 매설상황 확인) ①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굴착공사를 하기 전

에 해당 토지의 지하에 열공급시설 배관이 

묻혀 있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산업통상자

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지원센터

에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열공급시설 배관

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굴착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굴착공사

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정보지원센터

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 중에 사업소 경계 밖의 지하에 열

공급시설 배관을 보유한 자(이하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라 한다)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사업소 밖 배

관 보유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의 지하에 열공급

시설 배관이 묻혀 있는지를 확인하여 주어

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열공급시설 배

관이 묻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굴착공사

자와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는 해당 

굴착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

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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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굴착공사의 현장 위치 및 열공급시설 배

관의 매설 위치의 표시

2. 정보지원센터에 대한 제1호에 따른 표시 

사실의 통지

3. 열공급시설 배관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열공급시설 배관의 매설 위

치 등이 표시된 도면의 제공 등 굴착공사

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통상

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⑤ 정보지원센터는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매설된 배관이 없다고 확인을 받거나 제4항

제2호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산업통

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굴착공사

자에게 굴착공사를 하여도 된다는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⑥ 굴착공사자는 정보지원센터로부터 제5항

에 따른 굴착공사 개시통보를 받기 전에 굴

착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제23조의4(굴착공사의 협의) ①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가 설치한 열공급시설 배관이 매

설된 지역에서 열공급시설 배관 파손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굴착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

령으로 정하는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열공급

시설 배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와 안전조치 방법 등을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와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협의를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

서를 작성하고 그 협의 내용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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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62조제1항에서 “기간통신사업자는 중요한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과학기술정보통

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새로운 전기통신기술방식에 의하여 최초로 설치되

는 전기통신설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전기통신설비 설치의 신고 또는 승인”에 관한 규정을 마

련하고 있다.  이어서 ｢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제1항․제3항 및 제66조의 규정에서 자가

�� ｢������	
 ����｣ ｢������	
 ����｣ ��

제32조(정기검사 신청) ①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

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검사신청서에 산

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에너지관리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신청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만료 20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32조(정기검사 신청) ①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

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검사신청서에 산

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에너지관리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신청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간만료 30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33조(검사의 유효기간) ① 사용전 검사 및 

자체검사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에너지관리공단이 유효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비상시에 대비한 열공급시설로서 사용되

는 상황에 비추어 정기적으로 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3조(검사 등의 시기) ① 법 제23조제3항에

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②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의 기간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비상시에 대비한 열공급시설로서 사용되

는 상황에 비추어 정기적으로 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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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설비의 설치 규제와 관련하여 주된 설비 신고제도와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완료시에 시․도지사의 확인 및 비상시 통신의 확보를 위하여 자가전기통신설비설치자

로 하여금 접속명령을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더욱이 동법 제65조제1항 

“목적외 사용의 제한”에서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로 하여금 타인의 통신을 매개

하거나 설치한 목적에 어긋나게 운영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른 한편, ｢전기통신사업법｣ 제68조에서 전기통신설비의 공

동구축 등과 관련된 공동구 또는 관로 등의 설치 규제와 관련하여 공동구 또는 관로 등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260)과 법 제82조에서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에 대한 설비상황․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전기통신사업법｣상 지하에 매설되는 통신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으로 포섭

할 수 있는 규정으로 “공동구 또는 관로 등의 설치에 관한 규정”과 “전기통신설비를 설치

하는 자에 대한 설비상황․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 등을 

입법화하고 있다는 점을 분석할 수 있으나, 이러한 전기통신설비가 지하에 설치되고 난 

이후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기검사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지하에 매설된 전기통신설비가 설치된 이후에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에 관한 규정을 입

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60) 구체적으로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5조에서 “통신공동구 설치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25조제4항에 “통신공동구, 관로, 맨홀 등의 설치에 대한 세부기술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

를 정하여 고시한다”고 정하고 있다. 더욱이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

기준｣ 제46조(통신공동구의 설치기준), 제47조(관로 등의 매설기준), 제48조(맨홀 또는 핸드홀의 설치기준)에서 

통신공동구․관로 및 맨홀 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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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3 지하에 매설되는 통신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에 관한 규정 신설 방안>

�2� FG�H ������� �� ��2 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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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지하라이프라인 안전규제와 관련

하여 제22조제1항에서 시설물기초의 세굴, 부등침하 등 중대한 결함을 발견하는 경우에

는 관리주체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고,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사용제한, 사용금지, 철거, 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서 “시설물이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교량ㆍ터널ㆍ항만ㆍ댐ㆍ건축물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제7조 각 

호에 따른 제1종시설물, 제2종시설물 및 제3종시설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지하에 매설된 전기설비, 가스배관, 열공급시설 및 통신시설을 동법상의 안전점검, 정밀

]^ ｢0�a/%KL｣ ｢0�a/%KL｣ _7(5)

<신설> 제69조의3(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① 제62조에 

따른 신고 및 승인을 받은 자 또는 제64조

에 따른 신고를 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승인

관청․신고관청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기검

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대상과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

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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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지하에 매설된 전기설비, 가스배관, 열공급시설 및 통신시설인 라이프라인에 

대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설물의 안전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난을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

산권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제2호 및 동법 시

행령 제4조에 따른 [별표 1]의 규정에 따르면, “제2종 시설물”에 공동구를 규정하고 있으

나, [별표 1] 비고 제23호에서 “공동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에 따른 공동구(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

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를 말하며, 수용시설(전기, 통신, 상수도, 냉․난방 등)

은 제외한다”라는 규정을 “공동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를 말하며, 수용시설(전기, 통신, 상수도, 냉․난방 등)도 포함한다”는 것으로 

개정을 통하여 보다 진일보된 안전관리를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상 [별표1]의 지하에 

매설된 전기설비, 가스배관, 열공급시설 및 통신시설인 라이프라인 적용 방안>

� � �1'�4� �2'�4�

1. 교량

 가. 도로교량 1)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

치교 및 트러스교인 교량

2) 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의 교량(한 

경간 교량은 제외한다)

3)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4) 폭 12미터 이상이고 연장 5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1) 경간장 50미터 이상인 한 경간 교량

2)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교량으로

서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3)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복개구조

물로서 폭 6미터 이상이고 연장 100미

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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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2'�4�

 나. 철도교량 1) 고속철도 교량

2) 도시철도의 교량 및 고가교

3) 상부구조형식이 트러스교 및  아치

교인 교량

4)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교량으로서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2. 터널

 가. 도로터널 1)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2) 3차로 이상의 터널

3) 터널구간의 연장이 5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1)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

시도의 터널

2)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연장 300미터 이상의 지방도, 시도, 군

도 및 구도의 터널

3)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차도

로서 터널구간의 연장이 100미터 이상

인 지하차도

 나. 철도터널 1) 고속철도 터널

2) 도시철도 터널

3)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터널

3. 항만

 가. 갑문 갑문시설

 나. 방파제, 파

제제 및 호안

연장 1천미터 이상인 방파제 1)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방파제로

서 연장 500미터 이상의 방파제

2) 연장 500미터 이상의 파제제

3) 방파제 기능을 하는 연장 500미터 이

상의 호안

 다. 계류시설 1) 20만톤급 이상 선박의 하역시설로

서 원유부이(BUOY)식 계류시설(부

대시설인 해저송유관을 포함한다)

1)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원유부이

식 계류시설로서 1만톤급 이상의 원유

부이식 계류시설(부대시설인 해저송유

관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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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말뚝구조의 계류시설(5만톤급 이상

의 시설만 해당한다)

2)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말뚝구조

의 계류시설로서 1만톤급 이상의 말뚝

구조의 계류시설

3) 1만톤급 이상의 중력식 계류시설

4. 댐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

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댐으로서 

지방상수도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5. 건축물

 가. 공동주택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나. 공동주택 외

의 건축물

1)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

터 이상의 건축물

2)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철도역

시설 및 관람장

3)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

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1)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

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

터 이상의 건축물

2)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

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각 용도별 

시설의 합계를 말한다)의 문화 및 집회

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

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

박시설 및 관광 휴게시설

3)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철도 역

시설로서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

철도 역시설 

4)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도상

가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지

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6. 하천

 가. 하구둑 1) 하구둑

2) 포용조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방조제로서 

포용조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나. 수문 및  

통문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는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

1)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수문 및 

통문으로서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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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에 있

는 지방하천의 수문 및 통문

 다. 제방 국가하천의 제방[부속시설인 통관(��) 및 

호안(��)을 포함한다]

 라. 보 국가하천에 설치된 높이 5미터 이상인 

다기능 보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보로서 국

가하천에 설치된 다기능 보

 마. 배수펌프장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는 국가하천의 

배수펌프장

1)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배수펌프

장으로서 국가하천의 배수펌프장

2)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에 있

는 지방하천의 배수펌프장

7. 상하수도

 가. 상수도 1) 광역상수도

2) 공업용수도

3)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

수도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방상수도

 나. 하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1일 최대처리용량 500톤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8. 옹벽 및 절토

사면

1)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

상인 부분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옹벽

2) 지면으로부터 연직(��)높이(옹벽이 있

는 경우 옹벽 상단으로부터의 높이) 30

미터 이상을 포함한 절토부로서 단일 

수평연장 100미터 이상인 절토사면

9. 공동구 공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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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를 말

한다.

2. 교량의 “최대 경간장”이란 한 경간에서 상부

구조의 교각과 교각의 중심선 간의 거리를 경

간장으로 정의할 때, 교량의 경간장 중에서 

최댓값을 말한다. 한 경간 교량에 대해서는 

교량 양측 교대의 흉벽 사이를 교량 중심선에 

따라 측정한 거리를 말한다.

3. 교량의 “연장”이란 교량 양측 교대의 흉벽 사이

를 교량 중심선에 따라 측정한 거리를 말한다.

4. 도로교량의 “복개구조물”이란 하천 등을 복개

하여 도로의 용도로 사용하는 모든 구조물을 

말한다.

5. “갑문, 방파제, 파제제, 호안”이란 ｢항만법｣ 제

2조제5호가목(2)에 따른  외곽시설을 말한다.

6. “계류시설”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4)에 

따른 계류시설을 말한다.

7. “댐”이란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

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저수지

ㆍ댐을 말한다.

8. 위 표 제4호의 용수전용댐과 지방상수도전용

댐이 위 표 제7호가목의 제1종시설물 중 광

역상수도ㆍ공업용수도 또는 지방상수도의 수

원지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표 제7호의 

상하수도시설로 본다.

9. 위 표의 건축물에는 그 부대시설인 옹벽과 절

토사면을 포함하며, 건축설비, 소방설비, 승강

기설비 및 전기설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0. 건축물의 연면적은 지하층을 포함한 동별로 

계산한다. 다만, 2동 이상의 건축물이 하나

의 구조로 연결된 경우와 둘 이상의 지하도

상가가 연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

계를 말한다.

1. - 22. <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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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용도별 분류를 따른다. 

12. 건축물 중 주상복합건축물은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 본다.

13.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이란 ｢건축법 시

행령｣ 별표 1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중 여

객자동차터미널, 일반철도역사, 공항청사, 항

만여객터미널을 말한다.

14. “철도 역시설”이란 ｢철도건설법｣ 제2조제6호

가목에 따른 역 시설(물류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선하역사의 선로구간은 연속되

는 교량시설물에 포함하고, 지하역사의 선로

구간은 연속되는 터널시설물에 포함한다.

15. 하천시설물이 행정구역 경계에 있는 경우 상

위 행정구역에 위치한 것으로 한다.

16. “포용조수량”이란 최고 만조(��)시 간척지

에 유입될 조수(��)의 양을 말한다.

17. “방조제”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7조,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 

｢방조제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설

치한 방조제를 말한다.

18. 하천의 “통문”이란 제방을 관통하여 설치한 

사각형 단면의 문짝을 가진 구조물을 말하

며, “통관”이란 제방을 관통하여 설치한 원

형 단면의 문짝을 가진 구조물을 말한다.

19. 하천의 “다기능 보”란 용수 확보, 소수력 발

전 및 도로(하천 횡단) 등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갖는 보를 말한다.

20. “배수펌프장”이란 ｢하천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배수펌프장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

호에 따른 배수장을 말하며, 빗물펌프장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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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10미터 이하의 굴착공사시 공백에 따른 정비

현행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 후단에서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

하시설물관리자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고발생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

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서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고’란 (ⅰ) 면적 1제곱미터 또는 깊이 1미터 이상의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우, (ⅱ) 지반침하로 인하여 사망자․실종자 또는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제3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사고의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즉, 동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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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동일한 관리주체가 소관하는 배수펌프장과 연

계되어 있는 수문 및 통문은 배수펌프장에 

포함된다.

22. 위 표 제7호의 상하수도의 광역상수도, 공업

용수도 및 지방상수도에는 수원지시설, 도수

관로ㆍ송수관로(터널을 포함한다), 취수시설, 

정수장, 취수ㆍ가압펌프장 및 배수지를 포함

하고, 배수관로 및 급수시설은 제외한다.

23. “공동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를 말하며, 수

용시설(전기, 통신, 상수도, 냉ㆍ난방 등)은 

제외한다.

23. “공동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를 말하며, 수

용시설(전기, 통신, 상수도, 냉ㆍ난방 등)도 포

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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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이상의 피해”로 “(ⅰ) 면적 4제곱미터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우, (ⅱ) 지반침하로 인하여 사망자․실종자 또는 부상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ⅲ)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피해의 정도가 중대하여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도 건설공사 중에 지반침하가 발생하는 

것을 조사하기 위하여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

고, 면적 1제곱미터 또는 깊이 1미터 이상의 지반침하가 발생하거나 사망자․실종자 또

는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고발생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지반침하사고가 발생한 이후의 조치사항으로 지하안전관리

에 관한 사전예방적인 제도라고 할 수 없다. 

특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사전규제제도와 관련하여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사후지하안전영향평가의 대상은 지하굴착심도가 20미터 이상인 사업이고, 소규모 지

하안전영향평가 대상은 지하굴착심도가 10미터 이상인 사업을 수행할 때 지하안전영향

평가를 받게 됨에 따라 1미터부터 10미터까지의 지하굴착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하

안전영향평가 및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측면에서 10미터 이하

의 굴착공사에서 대부분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문에 대하여 공백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10미터 이하의 굴착공사에 관한 공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제23조(소규모 지하

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

(이하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이란 굴착깊이가 10미터 이상 20미

터 미만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을 “굴착깊이가 2미터 이상 10미터 미만인 굴착공

사를 수반하는 사업”으로 개정하여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포함시켜

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제1호에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를 굴착깊이가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를 수반

하는 사업의 범위를 10미터나 15미터로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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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상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굴착깊이 조정방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상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굴착깊이 조정방안>

]^ ｢�?50�bI �M cdL �^e｣  ｢�?50�bI �M cdL �^e｣ _75

제23조(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이하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

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이란 굴착깊이가 10

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굴착공사를 수반

하는 사업으로서, 그 종류 및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23조(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이하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

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이란 굴착깊이가 2미

터 이상 10미터 미만인 굴착공사를 수반하

는 사업으로서, 그 종류 및 범위는 [별표 1]

과 같다.

]^ ｢�?50�bI �M cdL �^e｣ ｢�?50�bI �M cdL �^e｣ _75

제13조(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 등) 

①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

사를 수반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

을 말한다.

1. 굴착깊이(공사 지역 내 굴착깊이가 다른 

경우에는 최대 굴착깊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를 수반하

는 사업

2. 터널[산악터널 또는 수저(��)터널은 제

외한다] 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② 법 제14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시설”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

제2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제13조(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 등) 

①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

사를 수반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

을 말한다.

1. 굴착깊이(공사 지역 내 굴착깊이가 다른 

경우에는 최대 굴착깊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를 수반하

는 사업

2. 터널[산악터널 또는 수저(��)터널은 제

외한다] 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② <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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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기존 지하에 매설된 전기, 가스, 열공급시설 

및 통신시설인 라인프라인의 위치정보관리체계 정비 방안

기존 도로․토지․일반지하에 매설된 전기, 도시가스, 열공급시설 및 통신시설의 라이

프라인의 위치정보관리에 관한 규정과 관련하여 ｢도로법｣,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에 입법화되어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전기, 도시가스, 열공급시설 및 통신시설의 운영

관리단계에서 지하라이프라인에 관한 이력정보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도시가스

사업법｣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의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설치”, “도시가스배관 매설

상황 확인”에 관한 규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의 “고압가스배

관에 대한 정보지원”, “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전기사

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은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최근에 서울의 석촌동, 삼성동, 용산, 부산, 대전, 포항 등의 도심지와 청도 등 지방에서 

지반침하(싱크홀)가 발생하게 됨에 따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게 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8월 31일 서울 금천구 가산동 인근 도로에 지반침하사고가 발

생했다. 이처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는 법 제42조상의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작”, 제43조상의 “지하정보통합체계의 구축․운영”, 제44조상의 “지하정보통합체계의 

활용지원”, 제47조상의 “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기존의 전기, 도시가스, 열공급시설 및 통신시설인 지하라이프라인에 관한 위치정보관

리에 관한 부문”을 어떻게 관리하고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부문이 공백인 상황에 있다.

따라서 기존 지하에 매설된 전기, 도시가스, 열공급시설 및 통신시설인 라인프라인에 

관한 이력을 추적하기 위한 “위치정보관리”에 관한 규정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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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기존 지하에 매설된 전기, 도시가스, 열공급시설

및 통신시설인 라인프라인에 관한 위치정보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안)>

(3) 기존 지하에 매설된 전기, 가스, 열공급시설 및 통신시설인 라이프라인의 측정 

장비 확산을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규정 입법화 방안

현행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지하안전에 관한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 동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지하안전에 관한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즉 동조 제2항에 지하안전에 관한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이나 그 밖의 기업 기술개발비로 충당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처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 규정을 분석해보면, 전기, 도시가스, 열공급시설 및 통신시설인 지하라

]^ ｢�?50�bI �M cdL｣ ｢�?50�bI �M cdL｣ �7(5)

<신설> 제47조의2(기존 지하시설물에 대한 위치정보관

리)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구청장은 지반침하를 예방하고 지하안

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에 매설되어 있는 

지하시설물에 대한 위치정보를 구축하여 관

리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

에게 기존 지하시설물에 관한 위치정보의 구

축과 관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

공을 요청받은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은 특별

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기존 지하시설물의 대상 및 위치정보의 

구축과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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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프라인의 측정 장비 기술개발에 관한 것을 실질적으로 연구하여 상용화하기보다는 지

하안전에 관한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고 주관연구기관과 연구․

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규정만으로는 10미터 이상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전기, 도시가스, 열공급시설 및 통신시설인 지하라이프라인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

개발을 촉진하는데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실질적으로 전기, 도시가스, 열공급시설 및 

통신시설인 지하라이프라인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관련 기술개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

여 빠른 시일 내에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전기, 도시가스, 열공급시설 및 통신시설에 대한 

시설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지하측정 장비기술개발의 실용화”에 관한 입법

(안)을 마련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고, 지하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지하라이프라인 측정 장비 확산을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규정 정비 방안(안)>

]^ ｢�?50�bI �M cdL｣ ｢�?50�bI �M cdL｣ �7(5)

<신설> 제45조의2(지하측정 장비기술개발의 실용화)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반침하를 예방

하고 지하측정장비 기술개발의 실용화를 촉

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세우고 이

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의 내용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지반침하(싱크홀)로 인한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규정으로 “복구자금 선지급” 및 

“국가보조금 규정” 신설 방안

2018년 10월 7일 오후 5시 30분경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서부파출소 인근 도로에서 

지금 3미터 이상 지반침하사고가 발생하였고261), 이 사고가 발생한 곳이 지난해 6월 지름 

261) 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3054<인터넷홈페이지: 2018년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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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미터 대형 지반침하(싱크홀)이 발생한 솔밭삼거리와 500미터 밖에 안된다는 점에서 주

민들에게 불안감을 야기하고 있다.262) 특히, 2018년 8월 31일에 발생한 서울 금천구 가산

동 인근 도로 지반침하사고는 대우건설 건설 중인 오피스텔 “지상 20층․지하 3층”규모

로 설계되어 착공 중에 흙막이 시설이 붕괴되면서 발생하였는바, 피해주민들은 2018년 

10월 10일 현재까지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임시숙소에서 생활하고 있다.263) 이처럼 

가산동 피해주민들은 인근 공사를 시행한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따져야하고, 

사고대책과정에서 많은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2018년 9월 

6일에는 오후 11시 22분쯤에 서울 상도동 다세대주택 공사현장에서 지반침하로 인하여 

인근 상도초등학교 내 유치원 건물이 기울게 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최종적으로 철거조치

가 이루어졌으나,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인명피해가 없다는 점이다.264) 

따라서 전국적으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가리지 않고 지반침하(싱크홀)이 지속적으

로 발생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해로 인하여 정신적․육체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규정 등이 공백임에 따라 “피해복구자금에 대한 선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국고보조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보다 나은 피해복구와 재정지원을 통하여 

하루빨리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복구자금의 선지급” 및 “국고보조등” 신설방안>

262) 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3290<인터넷홈페이지: 2018년 10월 10일>

263)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9301789759455?did=na<인터넷홈페이지: 2018년 10월 10일>

264) http://www.newspim.com/news/view/20180907000236<인터넷홈페이지: 2018년 10월 10일>

]^ ｢�?50�bI �M cdL｣ ｢�?50�bI �M cdL｣ �7(5)

<신설> 제47조의3(복구자금의 선지급 등) ① 국토교통

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복

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에게 복구자

금의 일부를 복구 전에 미리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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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bI �M cdL｣ ｢�?50�bI �M cdL｣ �7(5)

② 제1항에 따른 선지급의 기준과 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제47조의4(국고보조 등) ① 국가는 지반침하로 

인한 지하시설물의 복구 등을 원활히 추진하

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

부를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재난관

리책임기관에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반침하로 인한 지하시설

물의 복구사업의 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국고의 부담금 또는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으로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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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공급망의 기술적 안정성과 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한 ��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명령의 목적] 이 명령의 목적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와 갱내(45)가스 그리고 고

주파 및 저주파에 의한 열병합에 의한 발전설비(의 규제)를 통해 전기 공급망의 안정성

에 대한 위험을 줄이는데 있다. 

제 2 조[실질적인 적용범위] (1) 이 명령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태양복사에너지 발전설

비의 개보수에 적용된다.

1. 다음 각 목의 최대전력을 갖는 저전압망(Niederspannungsnetz)

a) 2005년 8월 31일부터 2012년 1월 1일까지 운용된 발전설비로 10㎾ 이상의 최대전

력을 갖는 저전압망 

b) 2001년 4월 30일부터 2012년 1월 1일까지 운용된 발전설비로 100㎾ 이상의 최대

전력을 갖는 저전압망

2. 2001년 4월 30일부터 2009년 1월 1일까지 운용될 설비로 30㎾ 이상의 최대전력을 

갖는 중전압망(Mittelspannungsnetz)

(2) 또한 이 명령은 제2문에 비례하여 다음 각 호의 개보수에도 적용된다. 

1. 다음 각 목의 열병합 발전설비

a) 5000㎾ 이상의 최대전력

b) 1999년 12월 31일 이후 100㎾ 이상 5000㎾ 이하의 최대전력

2. 450㎾ 이상의 최대전력을 갖는 풍력 발전설비

3. 100㎾ 이상의 최대전력을 갖는 고체상태의 바이오매스(Biomasse) 발전설비

4. 1999년 12월 31일 이후 100㎾ 이상의 최대전력을 갖는 바이오 매탄, 매립지가스배수

가스, 갱내가스를 포함한 가스 또는 액체상태의 바이오매스 발전설비 

5. 100㎾ 이상의 최대전력을 갖는 수력 발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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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문은 다음 각 호의 설비의 개보수에도 적용된다. 

1. 2004년 9월 1일 전에 운용된 경우 최고전압망(Höchstspannungsnetz)을 갖춘 설비

2. 2004년 9월 1일 전에 운용된 경우 고전압망(Hochspannungsnetz)을 갖춘 설비

3. 2009년 1월 1일 전에 운용된 경우 중전압망을 갖춘 설비

4. 2012년 7월 1일 전에 운용된 경우 저전압망을 갖춘 설비

제 3 조[정의규정] 이 명령에서 이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 “설비”는 2008년 10월 25일 제정(BGBl. I S. 2074)되어 2011년 12월 31일 개정된 

재생-에너지-법률(Erneuerbare-Energien-Gesetz) 제3조 제1호의 의미에 따른 설비와 

2002년 3월 19일 제정(BGBl. I S.1092)되어 2011년 12월 31일 개정된 열병합발전법

(Kraft-Wärme-Kopplungsgesetz) 제3조 제2항의 의미에 따른 열병합설비를 말한다. 

2008년 10월 25일 제정되어 2011년 12월 31일 개정된 재생-에너지-법률 제6조 제3항

은 제2항 제1호에 의미에 따른 설비에 준용되어야 한다. 동일한 부지에 직접적으로 

상호 연관된 다수의 열병합 설비는 제2조 제2항 제1문 제1호에 언급된 성능한계와 

관련하여, 동일한 부지에 직접적으로 상호 연관된 다수의 열병합 설비가 12개월 동안 

연속적으로 운용된 경우, 하나의 열방합 설비로 간주한다.

2. “설비운용자”는 제2조에 따른 설비를 소유권자로부터 독립하여 사용한 자를 말한다.

3. “결합해제를 통한 보호장치(Entkupplungsschutzeinrichtung)”는 허용되지 않는 전압 및 

주파수 편차가 있는 경우 설비를 공급망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4. “시운전”은 다음 각 목의 내용을 의미한다.

a) 열병합 설비의 경우: 2002년 3월 19일 제정되었고, 마지막으로 2014년 7월 21일 

제13조가 개정된 열병합발전법 제6조 제2항 제1문의 의미에서 승인된 시점

b) 제2조의 의미에서 여타의 설비: 2008년 10월 25일 제정되고 2011년 12월 31일 

개정된 재생-에너지-법률 제3조에 따른 설비의 시운전

5. “공급망 운용자”는 에너지경제법 제3조 제27호와 무관하게 제2조 제2항의 의미에서 

설비가 연결되어진 전기공급망 또는 송전망을 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전기 공급망의 기술적 안정성과 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한 명령 343

6. “결합해제를 통한 보호장치 운용자”는 소유권자로부터 독립하여 결합해제를 통한 

보호장치를 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 2 장 태양복사에너지 발전설비의 개보수

제 4 조[저전압망 태양복사에너지 발전설비의 정류기(���)에 대한 개보수와 관련된 의

무] (1) 전기공급망 운용자는 제2항 내지 제5항을 유보한 채로 적절한 개보수를 통해 

자신의 공급망에 연결된 제2조 제1항 제1호의 의미에서 저전압망 태양복사에너지 발전

설비의 정류기가 전기전자정보기술협회1)가 제시한 적용규칙(VDE-AR-N 4105:2011-08

의 제5.7.3.3장 및 제8.3.1장)에 따른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개보수의 상황에서 정류기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개보수를 위한 의

무는 정류기의 경우 연방 에너지ㆍ물 경제협회2)가 2008년 6월 제시한 “중전압망으로

의 발전설비(Erzeugungsanlagen am Mittelspannungsnetz)” 지침 제2.5.3장, 그림 제2.5.3-1

호 및 제5.7.1장에 적합하게 정류기가 “주파수 의존 유효전력감소”의 특징(Kennlinie)을 

갖도록 설정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저주파수 차단을 위해서는 47.5㎐값을 설정해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개보수의 상황에서 정류기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개보수를 위한 의

무는 정류기의 고주파차단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1. 정류기의 경우, 주파수 해체설정이 0.1㎐ 이하로는 불가능하다면, 다음과 같은 ㎐ 

값으로 주파수 값이 설정되어야 한다. - 50.30, 50.40, 50.50, 50.60, 50.70, 50.80, 50.90 

또는 51.00

2. 정류기의 경우, 주파수 해체설정이 0.1㎐ 이하로 가능하다면, 다음과 같은 ㎐ 값으로 

주파수 값이 설정되어야 한다. - 50.25, 50.35, 50.45, 50.55, 50.65, 50.75, 50.85 또는 

50.95

제어지역(Regelzone)에서 해당 설비구조의 전체 전력에 대한 주파수차단의 균등한 분

배가 이루어지도록 모든 정류기마다 주파수 값이 설정되어야 한다. 저주파수차단을 위

1) Verband der Elektrotechnik, Elektronik und Informationstechnik.

2) Bundesverbandes der Energie- und Wasserwirtschaft e.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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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47.5㎐ 값이 설정되어야 한다. 재연결(Wiederzuschaltung)은 각각의 차단 주파수에 

도달하거나 차단 주파수 이하로 떨어질 때, 다시 말해 연결주파수와 차단주파수가 동

일한 경우 이루어져야 한다. 반복적인 연결 및 차단을 막기 위해 재연결(Wiederein-

schaltung)은 적어도 30초 이상 지연되어야 한다.

(4) 제3항에 따른 개보수의 상황에서 정류기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개보수를 위한 

어떠한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

(5) 만일 정류기가 2011년 3월 제시된 “저전압망 태양복사에너지 발전설비의 주파수 

의존적 유효전력제어를 위한 경과조치를 위한 기본조건(Rahmenbedingungen für eine 

Übergangsregelung zur frequenzabhängigen Wirkleistungssteuerung von PV-Anlagen am 

NS-Netz)”이라는 기술 지시의 규정에 따라 연결된 경우, 개보수를 위한 어떠한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

제 5 조[중전압망 태양복사에너지 발전설비의 정류기(���)에 대한 개보수와 관련된 의

무] (1) 전기공급망 운용자는 제2항 내지 제3항을 유보한 채로 적절한 개보수를 통해 

자신의 공급망에 연결된 제2조 제1항 제2호의 의미에서 중전압망 태양복사에너지 발전

설비의 정류기가 연방 에너지ㆍ물 경제협회가 2008년 6월 제시한 “중전압망으로의 발

전설비” 지침 제2.5.3장, 그림 제2.5.3-1호 및 제5.7.1장에 따른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저주파수 차단을 위해서는 47.5㎐값을 설정해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개보수의 상황에서 정류기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개보수를 위한 의

무는 정류기의 저주파차단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1. 정류기의 경우, 주파수 해체설정이 0.1㎐ 이하로는 불가능하다면, 다음과 같은 ㎐ 

값으로 주파수 값이 설정되어야 한다. - 51.10, 51.20, 51.30, 51.40 또는 51.50

2. 정류기의 경우, 주파수 해체설정이 0.1㎐ 이하로 가능하다면, 다음과 같은 ㎐ 값으로 

주파수 값이 설정되어야 한다. - 51.05, 51.15, 51.25, 51.35 또는 51.45

제어지역에서 해당 설비구조의 전체 전력에 대한 주파수차단의 균등한 분배가 이루어

지도록 모든 정류기마다 주파수 값이 설정되어야 한다. 저주파수차단을 위해 47.5㎐ 

값이 설정되어야 한다. 재연결(Wiederzuschaltung)은 각각의 차단 주파수에 도달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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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 주파수 이하로 떨어질 때, 다시 말해 연결주파수와 차단주파수가 동일한 경우 이

루어져야 한다. 반복적인 연결 및 차단을 막기 위해 재연결(Wiedereinschaltung)은 적어

도 30초 이상 지연되어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개보수의 상황에서 정류기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개보수를 위한 

어떠한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

제 6 조[송전망 운용자의 정보제공의무] 송전망 운용자는 자신의 공급망 영역에 연결된 

전기배전망 운용자에게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개보수에 필요한 정보를 이 명령이 발

효 후 8주 내에 작성해야 하며, (이를) 자신의 공급망 영역에 연결된 전기배전망 운용자

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정보에는 제4조 및 제5조에 기술된 선택지 중 정류기

를 개보수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제4조 제3항 및 제5조 제2항에 따른 선택지의 상황에

서 어떤 주파수 값이 설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제 7 조[결합해제를 통한 보호장치의 개보수를 위한 의무] 제2조 제1항에 따른 설비와 공

급망 연결 사이에 추가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결합해제를 통한 보호장치가 설치되는 

경우, 전기배전망 운용자는 이를 저주파차단을 위해서는 47.5㎐, 고주파차단을 위해서

는 51.5㎐로 설정하여 개보수하여야 한다.

제 8 조[개보수의 이행, 기간] (1) 전기배전망 운용자는 제4조,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개

보수가 DIN VDE 1000-10 (VDE 1000-10):2009-01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기기술

자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1. 설치기술자 또는 전기배전망 운용자 명부에 등록된 설치회사의 직원

2. 정류기 제조업체의 직원 또는 정류기 제조업체로부터 위임받은 자

공급망 운용자는 제1문 제호에 따른 운용자 명부에 등록하는 것이 각각의 작업이행을 

위한 충분한 전문적 자격의 증명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전문가(전기기술

자)를 선발함에 있어서, 제1문의 요구사항이 충족되었고, 제2항에 따른 전기배전망 운

용자에 의해 설정된 기간이 통지된 한도에서, 제2조 제1항에 따른 설비의 운용을 원하

는 자의 요구사항이 고려될 수 있다. 제3문에 따라 설비운용자의 요구사항이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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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해당 전문가의 위임에 의해 추가적으로 발생한 비용은 설비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2) 개보수를 준비하기 위해 정류기와 관련하여 제2조 제1항에 따른 설비운용자의 정

보가 요구되는 경우, 전기배전망 운용자는 설비운용자에게 요청이 도달한 후 최소 4주 

내에 서면으로 정보의 전달을 요구해야 한다.

(3) 전기배전망 운용자는 설비운용자에게 개보수의 이행을 위한 시점을 제안해야 하고, 

이를 적어도 4주 전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4)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제2조 제1항에 따른 설비의 정류기는 다음 각 호의 시점까

지 개보수 되어야 한다.

1. 100㎾ 이상의 최대전력을 갖는 경우 2013년 8월 31일까지

2. 30㎾ 이상의 최대전력을 갖는 경우 2014년 3월 31일까지

3. 10㎾ 이상의 최대전력을 갖는 경우 2014년 12월 31일까지

제 9 조[태양복사에너지 발전설비운용자의 의무] (1) 제2조 제1항의 의미에서 설비운용자

는 개보수의 준비를 위해 요구되는 정보를 제8조 제2항에 정해진 기간 내에 요구된 

형식으로 전기배전망 운용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2) 제2조 제1항의 의미에서 설비운용자는 향후에도 제8조 제3항에 따라 제안된 시점

까지 전기배전 운용자에 의해 위임된 전문가에 의해 설비에 연결된 정류기의 개보수가 

가능하게 하거나, 적어도 (제8조 제3항에 따라 제안된) 시점 일주일 전에 개보수 이행

을 위한 새로운 시점을 제안할 의무를 부담한다. (새로이 제안된) 시점은 전기배전망 

운용자에 의해 제안된 시점보다 3주를 넘어설 수 없다.

제10조[비용] (1) 전기배전망 운용자는 제4조 내지 제9조에 따른 개보수로 인해 자신에게 

추가적으로 발생한 공급망요금에 대한 연간 비용의 50%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2) 제1항은 폐쇄배전망 운용자에게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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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제2조 제2항의 의미에서의 설비에 대한 개보수

제11조[개보수의 준비] (1)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설비의 주파수보호설정은 송전망 운

용자에 의해 결정된다. 송전망 운용자는 47.50㎐와 50.20㎐ 사이의 공급망주파수의 경

우, 전기공급망으로부터 설비가 자동적으로 분리되지 않도록 설정해야 한다. 각각의 개

별적인 해당 설비의 상위 주파수차단은 50.20㎐와 51.50㎐ 사이에 존재해야 한다. 해당

하는 설비구조의 전체 전력에 대한 상위 주파수차단의 균등한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지

속적으로 주파수차단이 설정되어야 한다. 

(2) 에너지사업법 제110조의 의미에서 폐쇄전기배전망의 운용자가 아닌 전기배전망 운

용자는 2015년 4월 11일까지 각각의 송전망 운용자에게 자신의 공급망에 직접 연결된 

폐쇄전기배전망 운용자의 이름과 주소를 통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3) 송전망 운용자는 제1항에 따라 확정된 값을 제2항에 따라 정보가 제공된 후 4주 

내에 설비가 직접 연결된 공급망의 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개보수를 위한 요청] 공급망 운용자는 제11조 제3항에 따라 송전망 운용자에 의해 

정보가 전달된 후 10주 내에 자신의 공급망에 설비가 연결된 제2조 제2항의 의미에 따

른 설비운용자에게 이 명령을 적시한 채로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에 의해 개보수를 요구

하여야 한다(개보수의 요청). 개보수의 요청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11조 제3항에 따라 전달된 정보로부터 도출되는 설비에 적용되어야 하는 주파수

보호설정

2. 개보수의 요청이 도달했는지 여부의 확인 및 제18조에 따른 기간의 인지 그리고 제

23조 및 2014년 7월 21일 제정(BGBl. I S. 1066)되어 2014년 7월 22일 제4조가 개정

된 재생-에너지-법률 제100조 제4항에 따른 가능한 제한의 인식을 위한 사전양식(도

달확인)

3. 개보수의 증명을 위한 사전양식(개보수확인)

4. 제15조에 따른 예외의 증명 및 주장을 위한 사전양식(예외요청)

사전양식은 공급망 운용자가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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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제2조 제2항에 따른 설비운용자의 의무] (1) 제2조 제2항에 따른 설비운용자는 

자신의 설비가 직접적으로 연결된 공급망 운용자에게 제12조 제2문 제2호에 따른 도달

확인을 제12조 제1문에 따른 개보수의 요청이 도달한 후 6주 내에 보내야 한다. 제1문

에 따른 기한은 재생-에너지-법률 제100조 제4항의 의미에서의 기한으로 간주되지 않

는다. 

(2) 제2조 제2항에 따른 설비운용자는 제15조에 따른 개보수의무의 예외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설비에 대한 주파수보호설정이 개보수를 통해 제12조 제2문 제1호에 

따른 공급망 운용자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 제2조 제2항에 따른 설비운용자는 제18조에 기간 내에 DIN VDE 0105-100:2009-10 

제3.2.31장에 따른 전문가가 개보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가에게 요구된 조건을 

설비운용자가 충족시켰다면, 설비운용자가 스스로 개보수를 할 수 있다. 제1문에 따른 

전문가를 (확인할 수 있는) 증서는 제12조 제2문 제3호에 따른 개보수확인에 동봉되어

야 한다.

(4) 완전히 작성되고 설비운용자와 제3항 제1문의 의미에 따른 전문가가 서명한 제12

조 제2문 제3호에 따른 개보수확인을 통해 설비가 직접 연결된 공급망의 운용자에게 

개보수가 증명되어야 한다.

(5) 만일 설비의 주파수보호설정이 이미 제12조 제2문 제1호에 따른 공급망 운용자의 

원칙 또는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적용되는 기술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의무는 제3

항 제1문에 따른 전문가의 확인을 통해 원칙이 이행되었는지 증명하는 의무에 국한된다.

제14조[결합해제를 통한 보호장치의 개보수를 위한 의무] (1) 제2조 제2항에 따른 설비와 

공급망 연결 사이에 추가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결합해제를 위한 보호장치가 주파수보

호(Frequenzschutz)와 함께 설치되는 경우, 결합해제를 통한 보호장치의 운용자는 이를 

제18조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하위의 주파수 차단을 위해서는 47.50㎐, 상위의 주파 

차단을 위해서는 51.50㎐로 설정하여 개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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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합해제를 통한 보호장치의 운용자가 공급망 운용자가 아닌 한, 공급망 운용자는 

주파수차단의 서면 또는 전자적 문서에 의한 확인을 결합해제를 통한 보호장치의 운용

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3) 제15조 내지 제17조의 예외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제15조[예외상황] (1) 제2조 제2항에 따른 설비의 운용자가 제13조 제2항에 따른 개보수

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입증한 경우 제한된 개보수의무가 발생한다.

1. 국제전기기술사전 제551장 전력전자(DIN IEC 60050-551:1999)에 따라 구동렬

(Antriebsstrang/S:T), 발전기 또는 전력전자장치의 교체

2. 제1호에 언급된 상황과 비교할만한 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3. 에너지사업법 제49조의 의미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드려지는 기술규정에 따라 주파수

보호설정의 개보수보다 비용이 더 낮지 않음

제1문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상황에서 제12조 제2문 제1호에 따라 요청된 값은 설정될 

수 없고, 제17조 제1항에 따라 송전망 운용자에 의해 제시된 값이 설정된다. 만일 값의 

설정이 다음 각 호의 요구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문 제3호의 상황이 존재하는 것

이다.

1. 저전압망에 연결되어진 설비의 경우, 전기전자정보기술협회가 제시한 적용규칙

(VDE-AR-N 4105:2011-08의 제5.7.3.3장, 제5.7.3.4장 및 제8.3.1장)에 따른 요구사항

2. 중전압방에 연결된 설비의 경우, 2008년 6월에 연방 에너지ㆍ물 경제협회가 제시한 

중전압망으로의 발전설비지침 제2.5.3장, 그림 제2.5.3-1호 및 제5.7.1장에 따른 요구

사항

3. 고전압망 및 최고전압망에 연결된 설비의 경우, 공급망 운용자협회3)가 제시한 고전

압망 및 최고전압망에서의 재생-에너지-법률-발전설비지침4) 제9장에 따른 요구사항

3) Verband der Netzbetreiber e. V.

4) EEG-Erzeugungsanlagen am Hoch- und Höchstspannungsn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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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일 설비운용자가 다음의 사항을 증명한 경우, 개보수의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1. 제12조 제2문 제1호에 적시된 값과는 다른 설정이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언급된 

결과를 갖게 될 경우

2. 해당하는 설비가 공급망 운용자협회가 2004년 제5판으로 제시한 “비상전기발전기-

비상전기발전기를 갖춘 설비의 계획,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지침”에 따른 비상전기발

전기로써 사용되는 경우 

제16조[예외요청 및 예외상황의 증명] (1) 제15조에 따른 예외상황과 관련하여 설비운용

자는 개보수요청이 도달한 후 9개월 내에 제12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예외요청서를 

작성하여 설비가 직접 연결된 공급망 운용자에게 보내야 한다. 제1문에 따른 기한은 

재생-에너지-법률 제100조 제4항의 의미에서의 기한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2) 작성된 예외요청서과 함께 제15조 제1항 제1문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한다고 주

장되는 예외상황의 존재가 증명되어야 한다. 증명은 특히 설비제조업자 및 서비스제공

자의 정보 또는 독립적인 서비스제공업자의 평가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이 경우 적

어도 발전장치의 최대유효전력출력은 공급망주파수와 연동하여 일정한 시간동안 전기

공급망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제15조 제1항 제1문 제3호의 경우, 제15조 제1항 제3문 

제1호 내지 제3호의 의미에 따른 유효전력감소라는 특징(Wirkleistungsreduktionskennlinie)

이 설비에서 구현되었음이 제13조 제3항 제1문의 의미에 따른 전문가에 의해서 확인되

어야 한다.

(3) 공급망 운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령한 서류가 완전히 갖추어졌는지 확인한 

후 추가적인 심사를 위해 그 서류를 즉시 송전망 운용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서류가 

완전히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공급망 운용자는 설비운용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

으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설비운용자가 그 요청서를 받은 후 4주 내에 서류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 예외요청은 더 이상 고려되지 않으며, 제13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따른 개보수에 대한 의무가 적용된다. 재생-에너지-법률 제100조 제4항은 적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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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예외요청의 심사 및 결과의 통지] (1) 송전망 운용자는 제16조 제3항 제1문에 따

른 서류를 수령한 후 9개월 내에 제15조 제1항 제1문 또는 제2문에 따른 예외상황이 

제16조 제2항에 따라 증명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어떠한 주파수차

단을 통해 해당 설비가 개보수 되는지에 대해 판단한다.

(2) 송전망 운용자는 설비가 직접 연결된 공급망 운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즉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알려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결정에 근거하여 제15조 제1항에 따른 제한된 개보수의무만이 존재

하는 경우, 공급망 운용자는 설비운용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제2항과 관련

하여 제18조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1항에 따른 값을 설정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설비운용자는 그 기간 내에 제1항에 따라 확정된 값으로 개보수할 의무를 부담한다.

(4) 제1항에 따른 결정에 근거하여 제15조 제2항에 따른 예외가 존재하는 경우, 공급망 

운용자는 설비운용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설비의 개보수에 대한 의무가 

없음을 알려야 한다.

(5) 예외상황의 존재에 대해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설비운용자는 지속적으로 제13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따른 개보수의 의무를 부

담한다. 공급망 운용자는 설비운용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예외상황의 존재

를 위한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려야 하며, 제13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따른 

개보수를 다시 요구하여야 한다.

제18조[개보수를 위한 기간] (1) 제2조 제2항에 따른 설비운용자 및 제14조 제1항의 의미

에 따른 결합해제를 통한 보호장치의 운용자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의 개보수 요청

이 도달한 후 12개월 내에 그들의 설비 또는 결합해제를 통한 보호장치에 대한 개보수

를 이행했음을 증명할 의무를 부담한다.

(2) 개보수를 위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경우 18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1. 설비운용자가 제15조 제1항 제1문 또는 제2항에 따른 예외상황을 주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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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비운용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6개월 내에 개보수일정(Wartungstermin)을 

잡았고, 개보수일정에 따른 개보수가 이행된다는 것을 입증한 경우

3. 설비운용자가 설비의 개보수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1항에 규

정된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음을 입증한 경우

(3) 그 기한은 완벽히 (작성된) 예외요청서가 제16조 제1항 제1문에 따른 공급망 운용

자에게 도달한 시점부터 공급망 운용자에 의해 설비운용자에게 제17조 제1항에 따른 

결정통지의 도달까지 정지되며, 제21조 제3항에 따른 송전망 운용자에 의한 심사기간 

및 제21조 제5항에 따른 연방네트워크청5)에 의한 심사기간 중에도 정지된다. 

제19조[성능통제] (1) 송전망 운용자는 개보수의 무작위 표본 추출을 통한 통제를 이행하

거나 이를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통제를 함에 있어 전기배전망 운용자는 자신

과 연결된 송전망 운용자를 지원할 의무, 특히 무작위 표본을 추출할 의무를 부담한다.

(2) 제2조 제2항에 따른 설비운용자는 자신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결된 공급망 운

용자에게 개보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적절한 요청이 이루어진 후 

4주 이내에 해당 설비로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설비운용자가 이 기간 

내에 개보수 후 2013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발간된 “중전압망, 고전압망 및 최고전압망

에서의 발전설비의 전기적 특성 인증”의 발전설비 제8장의 제3.3조 부속서 F에 따라 

작성된 검사보고서를 공급망 운용자에게 보낸 경우, 설비운용자는 제1문에 따른 접근

보장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제20조[연방네트워크청의 정보] (1) 송전망 운용자는 매년 12월 1일까지 제11조 내지 제

19조에 따른 개보수상태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연방네트워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에너지사업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절차에서 보고서의 내용과 형식을 확정할 수 있다. 

(2) 공급망 운용자는 송전망 운용자 또는 각각의 선행 전기배전망 운용자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2016년 3월 14일부터 분기마다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

5) Bundesnetzagentur für Elektrizität, Gas, Telekommunikation, Post und Eisenbahn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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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비율에 따른 비용부담] (1) 송전망 운용자는 제2조 제2항에 따른 설비운용자에게 

개보수에 대한 의무로 인해 발생한 비용의 75%를 보상해야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 

비용은 제2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설치용량의 ㎾ 당 7.5유로, 제2조 제2항 제1

호에 따른 열병합 발전설비의 경우에는 개보수되어야 하는 설비의 설치용량의 ㎾ 당 

7.5유로를 넘어야 한다(설비운용자의 기여분). 제1문에 따라 보상되어야 하는 비용은 

공급망 운용자에 의해 설비운용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전기배전망 운용자는 예상되

는 보상비용금액으로 분기마다 송전망 운용자의 분할금을 수령한다.

(2) 설비운용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1항 제1문에서 설명된 비용의 보상을 송

전망 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서의 제출을 통해 비용이 증명되고,

2. 조치가 위임되기 전에 각각의 송전망 운용자에게 제출되어 청구된 비용의 적절한 

사전비용계산에 대해 제3항에 근거한 이의가 제기되지 않거나 이의가 제5항에 따라 

연방네트워크청에 의해 근거 없는 것으로 간주된 경우

(3)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송전망 운용자는 제2항 제2문에 따라 사전에 

보내진 사전비용계산에 대해 설비운용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에 의한 통지에 

따른 도달이 있는 때로부터 4주 내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갖는다.

1. 사전비용계산액이 에너지경제법 제3조 제30호의 의미에서 제어지역 내의 비교 가능

한 설비에 관한 적절한 조치에 따른 비용을 상당히 초과한 경우

2. 여타의 이유로 사전비용계산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

(4) 송전망 운용자가 사전비용계산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설비운용자는 다음 각 호

의 내용을 (이행)할 수 있다.

1. 사전비용계산을 수정하여, 송전망 운용자에게 다시 제출

2. 송전망 운용자와 함께 사전에 계산된 비용의 보상가능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해 연방

네트워크청에 송부

(5) 연방네트워크청은 제3항에 언급된 기준에 적합하게 사전비용계산을 심사한다. 연

방네트워크청은 설비운용자 및 송전망 운용자에게 자신의 결정을 제4조 제2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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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를 수령한 후 6주 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연방네트워크청이 송전망 운용자의 이의

가 이유있다고 판단한 경우, 제2항 제2호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22조[송전망 운용자 및 전기배전망 운용자의 비용] (1) 송전망 운용자와 전기배전망 운

용자는 제11조 내지 제21조에 따른 자신의 의무 이행을 통해 추가적으로 매년 발생한 

공급망요금에 대한 비용을 주장할 권리를 갖는다.

(2) 제1항은 폐쇄배전망의 운용자에게 준용된다. 

제23조[규정위반] 에너지사업법 제95조 제1항 제5호 제c목의 의미에서 다음 각 호의 행

동을 고의 또는 과실로 행한 자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1. 제13조 제1항 제1문에 위반하여 도달확인을 보내지 않거나 적시에 보내지 않은 경우

2. 제13조 제2항에 위반하여 주파수보호설정이 언급된 원칙에 적합하도록 주의를 기울

이지 않은 경우

3. 제13조 제3항 제1문에 위반하여 개보수를 이행하지 않게 하거나, 정확하게 이행하지 

않게 하거나 또는 적시에 이행하지 않게 한 경우

4. 제14조 제1항에 위반하여 결합해제를 통한 보호장치를 개보수하지 않거나, 정확하

게 개보수하지 않거나, 적시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제18조 제1항에 위반하여 증명하지 않거나 적시에 증명하지 않은 경우

6. 제19조 제2항 제1문에 위반하여 공급망 운용자에게 설비로의 접근을 승낙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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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문

2011년 3월 7일에 제4조 제2호 제a목이 개정된 에너지산업법 제49조 제4항에 근거하여 연

방 경제기술부(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Technologie)는 다음과 같이 명한다.

제 1 조[적용범위] (1) 이 명령은 에너지산업법에 따른 에너지공급시설로서 가스를 공급하

는데 기여하고 최대 작동압력이 16bar를 초과하여 설치된 고압가스관의 설비와 운용에 

관하여 적용된다.

(2) 고압가스관에는 배관의 작동에 기여하는 설비, 특히 압축, 이완, 제어 및 측정기뿐만 

아니라 가스조달 및 가스공급을 최적화하기 위한 배관 또는 배관시스템이 포함된다. 

(3) 이 명령은 광산법에 따른 운용계획절차가 적용되는 고압가스관에는 적용되지 않는

다. 또한 마지막으로 2010년 11월 9일 제10조가 개정(BGBl. I S. 1504)되었던 2002년 

9월 27일 입법된 장거리 파이프라인을 위한 명령(BGBl. I S. 3777, 3809)의 의미에 따

른 원료를 운송하기 위한 장거리파이프라인 설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 2 조[일반적 요구사항] (1) 고압가스관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요구사항에 적합해야 

하며, 주변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피할 수 있는 기술표준에 따라 설비되어야 하고 운용되어야 한다. 

(2) 독일 가스수도협회(Deutscher Verein des Gas- und Wasserfaches)의 설비방식이 준

수된 경우, 그 설비와 운용은 기술표준에 부합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의 다수적인 

견해가 (이전의 방식보다 더) 주변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피할 수 있고, 운용에 있어 이미 성공적으로 검증된 발전적인 

처리, 설비 및 운용방식이 존재한다면, 관할관청은 개별적인 사항에 따라 그러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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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및 운용방식의 고수를 요구할 수 있다.

(3) 관할관청은 다른 방식으로 동일한 정도의 안전이 보장되는 한도에서 제3조 및 제4

조에 따른 예외, 그리고 기술표준의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 

(4) 고압가스관 또는 그 일부가 유럽연합의 법률규정(Rechtsakte)을 자국법화 한 규정들

이 적용되는 한도에서, (고압가스관 또는 그 일부의) 성질과 관련하여 (그 규정들을 통

해) 확정된 요구사항이 적용된다. 이러한 요구사항의 준수는 그 규정들을 통해 확정된 

절차에 의해 확인 및 입증되어야 한다. 그러한 한도에서 제5조 및 제6조에 따르는, 나

아가 제8조 제1항과 관련한 시공과 시운전 전의 검사 영역에서 (규정에서) 정해진 성질

과 관련된 요구사항을 이행했는지에 대한 반복된 검사는 생략된다.

제 3 조[설비에 있어서 요구사항] (1) 고압가스관은 예상되는 하중에 안전하게 견딜 수 있

고 (가스가) 새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고압가스관은 외부부식(UV) 및 필요한 경

우에는 내부부식(UV)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광산지역의 배관의 경우 대지의 움

직임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을 고려하여야 한다. 

(2) 고압가스관은 저장 및 운용의 안전을 위하여 보호통로(Schutzstreifen) 안에 놓여야 

한다. 고압가스관의 경로와 운용을 위해 필요한 밸브의 위치는 표시판, 말뚝 또는 표식

을 통해 표시하여야 한다.

(3) 고압가스관은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고압

가스관을 덮는 토양의 높이는 지역적 조건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 특히 배관이 보호

통로 내에서 허용되는 (여타의) 사용에 의해 위험에 처져지지 않아야 한다. 고압가스관

을 덮는 토양은 영구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4) 고압가스관은 다음 각 호의 장비와 함께 설비되어야 한다.

1. 운용 및 운용이 정지된 중에 허용되지 않는 압력을 방지하는 방지장치 

2. 중요한 운용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운용압력을 측정하고 표시하는 설비

3. 빠르고 안전하게 가스배관의 운용을 언제든지 멈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접근 

가능한 장소에 존재하는 배관설비의 차단밸브 및 연결 장치

설비의 수와 종류는 고압가스관의 운용방식 및 지역적 조건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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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압가스관과 여타의 배관이 하나의 경로에 놓이게 되는 경우, 배관의 안전에 상호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한 예방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이는 고압가스관이 여타의 

배관과 교차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6) 가스의 축적이 예상되는 지역, 특히 맨홀, 압축, 이완, 제어 및 측정기가 설치된 지

역에서는 가스가 가지는 본질적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예방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제 4 조[운용에 있어서 요구사항] (1) 고압가스관의 운영자는 고압가스관을 규정에 따른 

상태로 유지시켜야 하며, 감시해야 하고 점검해야 한다. 그는 필요한 유지관리조치를 

즉시 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에는 특히 다음 

각 호의 조치가 요구된다. 

1. 고압가스관의 경로가 규정에 따른 이격거리에 놓여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경로에 따라) 통행, (배, 자동차 또는 배를 통해) 운행하여야 한다. 시간적 간격

(Zeitabstände)을 확정하는 경우 지역적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적어도 독일 가스수

도협회의 업무표G 466-1에 정해진 시간적 간격(Zeiträume)을 고려하여야 한다.

2. 고압가스관의 운용을 위해 상시적으로 보고를 수신할 수 있고, 장애사항을 즉시 제

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작할 수 있는 운용장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장애를 제거하고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상시적인 대기근무자가 존재하여야 한다. 

대기근무자는 파생적인 손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할 수 있고, 필요한 수리를 즉각 이행

할 수 있으며, 요구되는 조치, 특히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전문가

로 구성되어 배치되어야 한다.

(2) 고압가스관에 대한 본질적인 운용방식, 규정에 따른 검사 및 유지관리는 문서화되

어야 한다.

(3) 고압가스관의 운용자는 운용관리의 본질적인 부분으로서 기술적 안전의 보장을 위

해 적어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관리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1. 수직적 조직체계 내에서 관할과 책임이 확정된 명확한 운영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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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압가스관의 정해진 방식에 따른 운용과정, 운용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위험내용의 

조사와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포함하여 모든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규정 

3. 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관의 감시, 운용방식의 문서화 그리고 제2항에 따른 감시정보

를 위한 규정

4. 정기적인 인력교육을 위한 규정

운용자는 정해진 방식에 따른 운용, 운용을 함에 있어서의 장애 및 감시를 위해 요구되

는 지시사항(Anordnung)을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하고 모든 

직원 및 (업무가) 위임된 사람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만일 고압가스관의 운용자가 독일 가스수도협회의 기술적 안전관리시스템 또는 이

와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적용하였고, 공정한 외부기관에 의해 이러한 시스템의 준

수가 확인된 경우, 운용자가 제3항에 따른 지시사항을 이행했다고 추정한다. 

제 5 조[배관설치제안의 심사절차] (1) 고압가스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설치예상시점을 기준으로 적어도 8주 전에 관할관청에 안전성판단을 위해 요구되는 

모든 서류가 동봉된 제안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2. 신고서에 고압가스관의 주어진 성질이 제2조 및 제3조에 요구조건에 부합한다는 내

용을 도출할 수 있는 감정인의 평가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2) 관할관청은 만일 고압가스관의 주어진 성질이 제2조 및 제3조에 부합하지 않는 경

우, 이러한 제안에 대하여 8주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3) 제2항의 기간은 모든 서류 및 평가의견이 관할관청에 제출된 후 진행된다. 만일 

제안에 대한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은 한 번에 한하여 4주간 연장될 수 있

다. 에너지산업법 제43조 제1문 제2호에 따른 계획확정절차 또는 계획허가절차를 위해 

적용되는 기간은 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4) 고압가스관의 설치를 위해 제2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후 또는 이의가 없다는 통

지가 도달한 후 (고압가스관의 설치가) 시작될 수 있다. 기간과 관련하여 규정된 내용

에 근거한 이의가 존재하는 경우, (고압가스관의 설치는) 흠결이 치유된 후에 시작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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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이는 이의가 제기되지 않는 고압가스관의 일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1000미터 이하의 고압가스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

러한 배관이 설치된 경우, 감정인에게 제1항 제1호에 따른 서류를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심사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감정인은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전결정문서에 

그 서류를 동봉하여야 한다. 그 서류는 제6조 제3항 제1문에 따른 사전결정문서와 함께 

관할관청에 보내야 한다.

제 6 조[시운전 및 운용의 금지] (1) 고압가스관은 다음 각 후의 경우에야 비로소 이용될 

수 있다.

1. 감정인이 밀도 및 견고함, 필요한 안전설비의 존재여부 및 연관된 배관과의 상호작

용을 포함하여 여타의 배관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검사를 근거로 고압가스관의 시운

전에 어떠한 안전기술적인 의심이 발생하지 않았고, 이를 위한 확인서(사전결정문)을 

배부한 경우. 제2조 제4항은 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2. 운용자가 관할관청을 상대로 제4조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3항에 따른 요구사항을 

이행했다는 것을 입증한 경우. 절차법적인 관점에서 입증을 확인하기 위해 제5조 제2

항, 제3항 제1문, 제4항 제1문, 제4항 제2문이 준용된다.

(2) 고압가스관은 사전결정문이 발부된 후 적절한 기간 내에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요구사항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 감정인을 통해 최종적으로 심사되어야 한다. 그 

기간은 관할관청이 정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12개월을 넘을 수 없다. 감정인은 심사

에 대한 최종결정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 결정문은 개별적으로 이행된 심사의 종류, 

범위 및 결과와 그 고압가스관이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요구사항에 부합하는지 여부

에 대한 평가의견이 포함된다.

(3) 사전결정문 및 최종결정문의 사본은 즉시 관할관청에 보내야 한다. 고압가스관의 

시운전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4) 관할관청은 사선결정문 또는 최종결정문을 통해 고압가스관이 각각의 심사되는 요

구사항에 부합된다는 감정인의 최종결정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고압가스관의 운용을 

금지하거나 (운용을 위한) 조건과 기한을 부과할 수 있다. 이는 고압가스관의 성질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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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제4조 제3항에 따른 관리시스템을 포함한 운용방식이 이 명령에 부합하지 않거나 

더 이상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 운용자가 고압가스관의 안전성이 (고압가스관의 성질 

또는 운용방식으로 인해) 위험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게 되면 마찬가

지로 적용된다. 

제 7 조[감압, 운용정지 및 중단] (1) 고압가스관이 규정에 따른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필요한 한도에서 즉시 압력을 줄이거나 배관의 운용

을 즉시 정지하여야 한다. 이는 운용 중에 있는 고압가스관에서 작업이 수행중이거나 

배관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여타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운용자는 안전의 확보를 위해 필요한 감압 및 단순히 배관의 유지보수를 통해 또는 

검사를 통해 배제될 수 없는 운용의 중단 및 모든 중단을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3) 감정인이 심각한 하자 또는 여타의 이유로 인해 운용의 정지 또는 고압가스관의 

중단이 위험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는 이를 관할관청에 즉시 통보

하여야 한다.

제 8 조[운용 중인 고압가스관에 대한 본질적인 변경 및 작업] (1) 고압가스관 또는 배관

의 단면이 본질적으로 변경되었거나 연장된 경우, 제2조 내지 제6조가 준용된다. 이 

명령에 있어서 본질적인 변경은 고압가스관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변경

을 의미한다. 고압가스관 일부의 변경에 있어 변경되는 새로운 부분이 최소한 동일한 

방식으로 안정을 위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킨 경우에는 본질적인 변경으로 보지 않는다.

(2) 운용 중인 고압가스관에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 작업의 이행 전에 감정인으

로부터 청문이 이루어져야 한다. 만일 작업을 통해 고압가스관의 안전성에 영향을 줄 

수 없거나 임박한 위험에 급박한 개입이 요구되는 경우, 사전적 청문은 요구되지 않는

다. 이러한 경우 즉시 청문이 보충되어야 한다.

제 9 조[정보제공 및 신고의무] (1) 고압가스관을 운용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사람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고압가스관의 운용과 관련된 모든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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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압가스관이 주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정도로 유출되거나 재산이나 환경에 상

당한 피해가 발생한 모든 사고

3. 제4조 제1항에 따른 감시를 통해 (발견한) 심각한 정도로 사람, 재산 또는 환경에 

객관적으로 위험을 발생시키는 모든 상황

(2) 관할관청은 신고의무자에게 (사망)사고, (재산이나 환경)사고 및 구체적인 위험의 

종류와 원인 그리고 원인의 제거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3) 관할관청은 운용자에게 제4조 제1항 제3문에 따른 조치, 제4조 제1항 제1문에 따른 

감시조치 및 그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제10조[고압가스관의 반복 및 갱신검사] (1) 관할관청은 특별한 동인(:;)이 있는 경우, 

특히 (재산이나 환경)사고가 발생한 경우, 고압가스관을 검사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2) 관할관청은 제9조에 따른 인지 또는 에너지산업법 제49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인지로 인해 필요한 경우, 고압가스관에 대한 갱신검사를 명령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는 관할관청에서 선정한 감정인에 의해 이행될 수 있다. 

검사의 종류와 범위는 검사를 유발한 동인(:;)에 의해 결정된다. 동등한 가치가 있는 

검사절차 중에서 검사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공급에 가장 영향을 덜 미치는 방법이 선

택될 수 있다. 

제11조[감정인의 승인] (1) 이 명령에 따르는 감정인은 고압가스관의 기술적 안정에 대한 

검사를 위해 이 명령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청구를 근거로 관할관청에 

의해 승인된 자를 말한다.

(2) 승인절차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42조a가 적용된다. 승인절차는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따른 단일 기관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제12조[감정인 승인을 위한 요건] (1) 감정인은 요구되는 전문성, 신뢰성 및 독립성을 갖

추고 있는 경우에 승인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증명되어야 한다. 

1. 대학(Universität/Hochschule/Fachhochschule)에서 관련된 학위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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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행되어야 할 기술심사를 위한 구체적인 전문적인 자격, 특히 기술표준, 기술적 설

비방식 및 관련된 법률규정에 대한 지식

3. 검사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장비의 점유. 만일 감정인이 자기 소유의 장비가 

없고, 위임인 또는 제3자의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라도 감정인이 적용될 수 있는 법률

상 규정 및 기술규정에 적합하고 일치하게 검사장비 및 검사구성을 점검할 수 있으면 

충분함

4. 위임인 및 제3자에 독립하여, 특히 검사되어야 할 고압가스관의 계획, 설비, 판매, 

운용 또는 유지관리에 참여하거나 여타의 방식으로 검사 또는 결정에 종속되어 있는 

자로부터 독립하여 스스로의 책임 하에 활동할 수 있는지 여부. 감정인은 어떠한 업

무의 처리가 공정성 여부에 정당한 의심을 발생시킬 수 있다면 그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5. 신청한 사람이 자신의 개인적 특징 및 능력, 나아가 태도를 근거로 믿을 수 있음에 

대해 다시 말해 그에게 의무가 부과한 업무의 규정에 따른 이행을 보증할 수 있는지 

여부

(2) 감정인은 그의 활동을 정기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감정인은 정기적으로 기술표준

에 부합하도록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정기적으로 경험교환과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3) 제6조 제1항 제1문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의견은 압축, 측정 및 제어장치의 경우를 

제외하고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승인된 검사를 이행할 수 있는 감정인에게 유보

된다. 제1문은 고압가스관을 운용하고 있는 자신의 회사에서 검사를 수행하는 회사의 

검사부서에 소속된 감정인을 위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13조[자격 및 장비에 대한 증명] (1) 만일 청구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제12조 제1항 제2문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요건의 충족이 추정된다. 

1. 유럽연합법규(Verordnung (EG) Nr. 765/2008) 제5조 제1항에 근거한 이 명령에 따라 

고압가스관의 기술적 안전검사를 위한 기관으로 승인된 유럽연합법규(Verordnung 

(EG) Nr. 765/2008) 제2조의 의미에서의 적합성평가기관(검사기관)에 속함에 대한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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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럽연합법규(Verordnung (EG) Nr. 765/2008) 제5조 제1항에 근거한 이 명령에 따라 

고압가스관의 기술적 안전검사를 위한 사람의 인증을 위하여 승인된 유럽연합법규

(Verordnung (EG) Nr. 765/2008) 제2조의 의미에서의 적합성평가기관(인증기관)서 발

급한 유효한 증명서. 이 증명서는 최대 5년간 유효할 수 있다.

(2) 제1항 제1호의 추정은 승인문서에 기재된 검사활동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제1항 

제2호에 따른 추정은 인증서 포함되는 활동에만 적용된다. 

(3) 제1항에 따른 추정은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1. 검사기관 또는 인증기관이 정기적으로, 적어도 매년 제12조 제1항 제2문 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요구사항을 감정인이 충족시켰음을 확인한 경우

2. 제1항 제1호의 경우 검사기관 및 배관 또는 검사의 이행을 수임한 검사기관의 사람

이 제3자에 독립하여, 특히 검사되어야 할 고압가스관의 계획, 설비, 판매, 운용 또는 

유지관리에 참여하거나 여타의 방식으로 검사 또는 결정에 종속되어 있는 자로부터 

독립한 경우

(4) 기관이 고압가스관을 운용하는 회사의 부서인 경우, 제3항 제2호에 따른 비종속성

은 다음의 경우에 인정된다. 

1. 기관이 구조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2. 기관이 자신이 속한 회사 내부에서 자신의 공정성 확인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는 

보고절차가 있으며, 

3. 기관 및 기관에 소속된 감정인이 고압가스관의 계획, 설비, 판매, 운용 또는 유지관

리에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4. 기관 및 기관에 소속된 감정인이 검사작업 영역에서 그들의 판단 및 신뢰성의 독립

에 저촉될 수 있는 어떠한 활동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 

(5) 검사기관 또는 인증기관의 승인이 시간의 경과, 철회 또는 여타의 종류와 방식으로 

종료하는 경우, 이에 따라 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기관을 통해 인증된 감정인을 위한 

제1항에 따른 추정도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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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감정인의 신뢰성에 대한 증명] (1) 제12조 제1항 제2문 제5호에 따라 요구되는 

신뢰성은 일반적으로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에 속하는 경우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1. 형법 제45조에 따라 공직을 수행할 수 잇는 능력이 더 이상 없는 경우

2. 고의에 의한 행동에 근거한 형사절차에서 6개월 이상의 자유형 또는 180일 이상의 

노역장 유치가 가능한 벌금을 확정적으로 선고받고, 이 판결이 근거하고 있는 사실상

황으로부터 감정인의 임무를 이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감정활동과 관련하여 이 명령 또는 여타의 규정에 따른 가스와 관련된 영역에서의 

기술적 안전에 대한 검사를 함에 있어서 자신의 의무를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

(2) 신뢰성을 증명하기 위해, 3개월을 넘지 않은 신원증명서가 제출되어야 한다.

제15조[경과규정] (1) 제12조 제1항 제2문 제2호 내지 제5호, 제2항에 따른 요구사항과 

제13조와 제14조는 이 명령이 발효되기 전 승인받았던 감정인에게도 적용된다. 승인은 

이 명령이 발효된 시점부터 24개월 내에 새로운 법에 부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추가

적인 또는 새로운 증명이 요구되는 경우, 이 명령이 발효된 시점부터 22개월 내에 관할

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여타의 구성국가들로부터 발급받은 동일한 가치의 증명의 승인] (1) 승인청구를 

심사하는 경우, 유럽연합의 여타 구성국 또는 유럽경제지역조약(Abkommens über den 

Europäischen Wirtschaftsraum)에 가입한 나라에서 발급된 제12조 내지 제14조에 따른 

요구사항의 충족에 대한 증명서는 만일 그러한 증명이 이와 동일한 가치가 있거나 제

12조 내지 제14조에 따른 요구조건이 충족되었음이 도출되는 경우 국내의 증명서와 

동일한 가치가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이 발급국가에서 이미 동등하거나 목표설정을 근거

로 하여 실질적으로 비교 가능한 요구사항과 통제 하에 놓여있다는 점을 도출할 수 

있는 증거 역시 인정되어야 한다.

(2) 제12조 제1항 제2문 제1호에 따른 감정인의 관련된 자격의 증명을 위해 적어도 직

업자격증에 대한 유럽연합지침(Richtlinie 2005/36/EG) 제11조 제c항에 따라 유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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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여타 구성국 또는 유럽경제지역조약에 가입한 나라에서 발급하고, 발급된 국가에서 

고압가스관의 기술적 안정성 검사를 위한 감정인으로서 활동하기 위해 요구되는 디플

롬 학위가 제출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동일가치는 추정된다. 이는 만일 신청인이 추가

적으로 신청 전 최근 10년 동안 적어도 2년 이상 고압가스관의 검사를 위한 감정인으

로 활동한 경우, 체류국가에서 감정인으로서의 활동이 특정한 직업자격의 취득과 법률 

또는 행정규정에 의해 결부되지 않는 한도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17조[보고의무] (1) 감정인은 승인과 관련하여 중요한 상황의 본질적인 변경내용, 특히 

제13조 제1항 제1호의 의미에서 검사기관에의 소속변경, 제13조 제1항 제2호의 의미에

서 인증서의 박탈, 상실 또는 고용주의 변경에 대해 즉시 관할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검사기관은 만일 승인된 감정인의 소속이 그 기관에서 종료되면 관할관청에 보고하

여야 한다. 인증기관은 제13조 제1항 제2호에 의미에서 그에 의해 부여된 인증서의 박

팔 또는 상실을 관할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관할관청은 경제부(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Energie) 및 여타 주(9)의 

관할관청에게 1년에 한 차례 1월 15일까지 승인된 감정인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감정인의 일시적으로 국경을 넘어서는 활동에 대한 신고] (1)  유럽연합의 여타 

구성국 또는 유럽경제지역조약에 가입한 나라의 국적을 갖는 사람이 고압가스관의 기

술적 안정성에 대한 검사를 하는 감정인으로서 이러한 국가 중 한 나라에 거주하고 

있으며, 독일에서 일시적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경우, 첫 번째 활동 전에 서면 또는 전자

문서에 의해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의 서류가 제출되어야 한다.

1. 국적증명서

2. 제1문에 언급된 국가에서 고압가스관의 기술적 안정성에 대한 검사를 위한 감정인

으로서 활동하기 위한 법률에 따른 체류허가

3. 제2호에 따른 활동이 전적으로, 나아가 일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았다는 증명

4. 체류국가에서 직업 또는 직업교육이 특정한 직업자격의 취득과 법률 또는 행정규정

에 의해 결부된 경우, 직업자격을 위한 자격 증명. 여타의 경우 의도하고 있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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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훈련의 증거 및 체류국가에서의 활동이 지난 10년 간 적어도 2년 이상 이행되고 

있다는 증거의 제출

(2) 관할관청은 국내에서 제12조에 따라 요구되는 자격과 감정인의 직업자격 사이에 

공중보건 또는 안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되는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사하여야 한다. 만일 그러한 경우 관할관청은 검토결과에 대해 통지 후 

1개월 내에 감정인에게 직업적 자격을 위해 요구되는 충분한 지식과 능력을 특히 적성

검사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영업규정(Gewerbeordnung) 제13조a 제2항 제3문 내지 제5문 및 제6항은 준용된다. 

제13조a 제2항 제3문 및 제5문에서 규정한 기간 내에 관할관청이 어떠한 결정도 하지 

않은 경우, 감정인의 활동은 허용된다.

제19조[규정위반] 에너지산업법 제95조 제1항 제5호의 의미에서 다음 각 호의 행동을 고

의 또는 과실로 행한 자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1. 제4조 제1항 제1문에 위반하여 고압가스관이 규정에 따른 상태로 유지, 감시 또는 

점검하지 않은 경우

2. 제4조 제1항 제2문 및 제3문에 위반하여 언급된 조치를 하지 않거나 적시에 하지 

않은 경우

3. 제5조 제1항에 반하여, 그리고 제8조 제1항 제1문과 관련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적시에 하지 않거나, 완전히 하지 않거나, 규정된 형식에 하지 않거나 또는 적시에 

보충하지 않은 경우

4. 제6조 제1항에 반하여, 그리고 제8조 제1항 제1문과 관련하여 고압가스관을 운용한 

경우

5. 제7조 제1항에 반하여 압력을 감소시키지 않거나 적시에 감소시키지 않거나, 또는 

배관의 운용을 정지하지 않거나 적시에 정지하지 않은 경우, 

6. 제7조 제2항 또는 제9조 제1항에 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적시에 하지 않거나, 

완전히 하지 않거나, 또는 적시에 보충하지 않은 경우

7. 제7조 제3항에 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적시에 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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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기존의 고압가스관] 기존의 관할관청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이 명령이 발효 전 이

미 설치되었던 고압가스관을 이 명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고압가스관이 확장, 재건 또는 변경된 경우

2.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21조[발효 및 실효] 이 명령은 공포된 날 후 다음 날 발효된다. 2006년 10월 13일 380조

가 개정된 1974년 12월 17일의 고압가스관에 대한 명령(BGBl. I S. 3591)은 (발효와) 

동시에 실효된다.

결정형식

연방상원이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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