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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신고

1) 초동조치(사업장내 사고 - 인근주민에게 사고 상황 알리기)

2) 초동조치(운반차량 사고-인근주민에게 사고 상황 알리기)

대피 및 복귀(취급업체 종사자 및 인근주민 등)

◦ 화학물질 누출사고 인지시 관계기관
(소방, 경찰, 지자체, 환경청 등)의 홍보방송과
TV·라디오 등 안내방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기관이 제공하는 정보 및 지시에 따라 신속히
오염되지 않은 지역으로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피지역 주민의 복귀는 관계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때 모든 절차에 대해 적극 동참
해야 합니다.

◦ 화학물질로 인한 화재·폭발 누출 사고발생시는
소방서(119), 경찰서(112), 환경청(128),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신속히 신고한다.

◦ 신고시 발생시간, 사고장소, 사고물질의 종류, 
저장량, 사고유형(화재·폭발, 누출) 등의 내용을
가능한 상세하게 파악하여 신고한다.

◦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사고
발생시 사이렌, 자체방송, 화재경보기 등으로
비상경보를 발령하여, 사업장내 종사자 및 인근
주민이 신속히 대피하도록 조치한다. 

◦ 사업장에서는 사고발생시 개인보호장구를 착용
하지 않은 초동대응요원 및 일반인(종사자 및
주민)의 접근을 막고 출입을 통제한다.

◦ 사고차량에 화재 및 화학물질 누출징후가 있을
경우 안전한 곳에 주차한 후 엔진을 정지하고, 
하차하여 불꽃, 스파크 등의 발생여부를 확인

◦ 안전삼각대를 설치하고 주변차량과 일반인의
접근을 통제하고 소방서, 경찰서, 환경청, 지자체
등에 신속히 신고한다. 

◦ 교통사고 등의 차량전복사고 발생시 신속히 차량
밖으로 탈출하고 의식이 없는 인원은 우선 대피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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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화학물질 누출이 의심되는 경우 어떻게 행동해야 되나요? 

유해화학물질 누출이 의심되는 경우 국민여러분은 사고발생 지역으로부터
대피하여 누출물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사고지역에서의 기본적인 대피원칙은 상류쪽으로, 높은 곳으로, 바람을
안고(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누출되는 유해화학물질 중 독성가스는 대부분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낮은 곳에 고이는 특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높은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국민여러분이 자동차를 타고 사고현장을 지나게 된다면 창문을 닫고, 
에어컨 등을 반드시 꺼야 합니다.

일단 대피하셨다면, 즉시 관계당국(소방서, 경찰서, 환경청, 지자체 등)에
신고합니다. 이때 상황을 잘 설명하고 화학물질 사고의 가능성이 있음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 화학사고 현장을 구경하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건 행동입니다. 기상상황
등에 따라서 아주 멀리 피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능한 멀리
대피하되, 현장 관계자의 지도에 따라야 합니다.

Q2.바람을 안고 이동하려 하는데 이동하려는 방향으로부터 가스가

날아오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람을 안고 이동하려는데 이동하려는 방향에서 가스가 날아오는 경우
연기에 갇혀 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바람이 부는 방향의 직각
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Q3. 화학사고 발생시 대피하는 경우 어떻게 하면 노출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까?

화학물질이 흡수되는 경로는 입, 호흡, 피부입니다.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일 좋은 조치는 화학사고가 발생한 지역으로
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직접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수건, 장갑 등을 이용하여 코, 입, 
피부를 감싸고 대피한 후 안전한 곳에 와서는 새 옷으로 갈아 입으셔야
합니다. 

옷에도 소량의 독성물질이 묻어 있어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Q4.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후 어떤 조치를 해야 합니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후 옷, 피부 등에 독성물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나 물건에 접촉하는 경우 다른 사람이나 물건도 오염될 수
있습니다.

신체 외적인 증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오염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면 옷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모두 벗고 샤워를 철저히 한 후 따뜻하고
느슨한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또한 집안이나, 실내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벗은 옷가지들을 비닐
봉지 등에 넣어서 폐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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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화학사고가 일어난 인근 주민의 대피?

화학사고 규모 및 물질에 따라 주민대피 여부는 달라집니다. 어떤 경우는
실내에서 문을 닫고 상황이 종료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더 안전한 경우도
있습니다. 

→ 현장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만약 실내에 있는 경우 만일에 대비할 수 있도록 TV·라디오 등 안내방송에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기관(소방서, 경찰서, 환경청, 지자체 등)이 제공하는 정보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창문·문 등을 닫으시고, 틈은 수건·테이프
등으로 막아야 합니다. 

→ 외부공기와 통하는 설비(에어컨, 환풍기 등)의 작동은 중단해야 합니다.

Q6. 화학사고가 일어난 인근 주민의 복귀 여부는? 

대피지역에 대한 복귀여부는 현장 관계기관(소방서, 경찰서, 환경청, 
지자체 등)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시는게 가장 안전합니다. 

무단으로 이동시 2차 오염유발 및 신체적인 손상을 가져올 우려가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안전관리 컨설팅

배경 및 목적

최근 화학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사고의 근본대책

수립 등을 위해 시설 노후화 정도, 유독물 취급실태 등 점검 추진 필요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사업장 접수 및 선정 : 신청서 접수(문서 또는 FAX)

* 화학물질 취급량 많은 사업장 우선

▶ 컨설팅 일정 협의 : 사업장 방문 전 현장진단 일정 협의

▶ 현장 방문 및 시설조사 진단 : 사업장 내 취급시설 전반에 대한 관리실태

▶ 시설 결과보고서 작성 , 조사결과 보고서 사업장 통보 : 진단 결과 취약
시설 개선방안 등 제시

* 사업자 스스로 취약시설 개선

▶ 사업자 스스로 취약시설 개선 : 취약시설 개선에 필요한 자문 요청시 지원

▶ 컨설팅 만족도 설문조사 : 설문조사 결과 업무개선 등 의견반영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안전관리 컨설팅

세부 추진내용

▶ 대상 :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중 안전관리 컨설팅 희망사업장

* 관내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자(사용․제조) 및 다량의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을 컨설팅 실시 사업장으로 약 20개소 내외 우선 선정

▶ 진단팀 구성 : 2~3인 1개조 상시 운영

* 컨설팅 희망사업장 접수(선정)시 현지 조사일정에 따라 상시 운영

▶ 주요 진단내용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이송배관․바닥부식 등 안전성 및 보관창고
보호철망 및 시건장치 등 보안 장치 설치의 적정 여부

- 유해화학물질 적재 또는 하역시 유출 방지턱 적정 설치 여부

- 방독면․보호의 등 기구 및 장비 및 중화․흡착․희석 등 방제약품 비치 및
적정 여부

- 유해화학물질별 GHS 표시법에 적합한 물질표시 부착 여부

- 유독물 등 영업 등록(허가)ㆍ변경 및 관리자 임명 등 이행 여부

- 기타 취급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및 자체방제계획 내용 진단 등

문의
화학물질관리과 : 031-790-2872



화학사고 대응능력 컨설팅

배경 및 목적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내 사고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초동대응체계

확립으로 인명 등 피해 최소화로 국민 불안감 해소

신청방법 및 절차

▶ 컨설팅 신청접수 및 대상선정 : 화학사고 자체훈련 계획 사업장 등

▶ 화학사고 대응 컨설팅 실시 : 화학사고 초동대응요령 등

▶ 컨설팅 만족도 조사 : 컨설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등

세부 추진내용

▶ 기간 : 2013. 7월 ~ 11월 말

▶ 대상 :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중 사고대응 컨설팅 희망 사업장

* 관내 유해화학물질 다량 취급사업장 중 자체방제계획 수립 대상 및 자체 사고

대응 훈련계획이 있는 사업장으로 선정(4개소 이상)

▶ 진단팀 구성 : 화학사고 초동대응기관의 전문가 2~4인 진단팀 구성

* 대응기관 : 한강유역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소방서, 지자체 등

화학사고 대응능력 컨설팅

▶ 선정기준: 화학사고 대응 컨설팅 신청 사업장

- 연내 자체 화학사고 대응 훈련계획이 있는 사업장

- 다량의 화학물질 취급 및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사업장

- 자체방제계획 등 사고대비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사업장

- 화학물질 배출량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장 등

▶ 주요 진단내용

분 야 컨설팅 내용

사고대비 - 사업장 취급화학물질에 대한 숙지여부
- 방제도구 및 방제약품의 적절성
- 방제계획 수립여부 또는 방제계획의 적절성
- 사고대비 시설안전점검 및 직원교육 여부

사고대응 - 인명구조의 적절성
- 사고현장의 통제 방안의 적절성
- 사고현장에 대한 초동방제 여부
- 비상대피로 및 방제작업장 진입로의 적절성
- 방제훈련 시나리오의 적절성 여부

사고전파 - 사내 전파여부
- 인근주민 전파여부
- 소방서 등 유관기관 전파여부

기 타 - 기타 화학사고 초동대응에 필요한 사항

문의
화학물질관리과 : 031-790-2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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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제한물질 사용금지 및 허가

□ 질의요지

○ 취급제한물질인 nonyl phenol이 약 10〜15wt% 혼합된 혼합물을

접착제의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라면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접착제의 용도로 nonyl phenol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준비하여야 할 것이 있는지?

□ 답 변

○ 노닐페놀[Nonylphenols; 25154-52-3]이 10〜15% 혼합된 혼합물은
취급제한물질(고유번호 : 06-5-6)에 해당하며, 가정용 세척제, 잉크,
페인트의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취급제한물질을 제한하는 용도 이외로 취급하려는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업종별로 취급제한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또한, 판매 목적으로 취급제한물질을 제조하려는 할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취급시설을 갖추어 취급제한물질 제조업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4조

유독물 사용업 등록면제

□ 질의요지

○ 유독물 사용업으로 등록된 사업장인데 작년 10월경 일부 유독물
탱크의 철거작업이 있어 작업 후 유독물 변경신고도 완료가 된 상태
입니다. 연간 예상량(2012년) 유독물 전체가 약 30톤만 미만으로
신청을 했고 연간 사용량이 30톤 미만일 경우 유독물 등록면제가
가능한지? 유독물 등록면제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염산 사용량 및 보관량도 10톤 이하가 되어 사고대비물질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자체방제계획 수립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다시 별도로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 답 변

○ 유독물 사용량의 감소로 인하여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유독물 영업의 등록 면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때 유독물의 연간취급
예정량을 기준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사고대비물질의 취급량 감소로 인하여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9조에
따른 자체방제계획 수립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별도로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관련 법령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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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3-14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유독물․관찰물질지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3-8호, 2013.2.25.)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 5. 21. 
국립환경과학원장

유독물․관찰물질지정 일부개정

「유독물․관찰물질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1의 “2013-1-661”란 다음에 “2013-1-662”란부터 “2013-1-669”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별표1]

유 독 물(제3조 관련)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유독물의 표시사항

유 해 성 취급시 주의사항 유해그림

2013-1-662*

2,2'-[옥타히드로-4,7-메타노-1H-인덴디일)비스(메틸렌옥시메틸렌)]디옥시란

[2,2'-[Octahydro-4,7-methano-1H indenediyl) bis (methyleneoxy

methylene)]dioxirane; 50985-55-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ㆍ유전독성을 일으킬 수 있음.

ㆍ비가역적 영향을 미칠 위해 가능성이

있음.

ㆍ적절한 보호복과 보호장갑을 착용할 것.

ㆍ사고시 혹은 불쾌감을 느끼면 즉시 의사의 검진을 받을 것

(가능하면 용기 또는 포장의 표시사항을 보여줄 것). 유독성

2013-1-663*

2- 프 로 펜 산 2-[2-[(2- 에 틸 헥 실 ) 옥 시 ] 에 톡 시 ] 에 틸 [2-[2-[(2-

Ethylhexyl)oxy]ethoxy]ethyl 2-propenoate; 117646-83-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ㆍ수생생물에 매우 유독함.

ㆍ수생환경에 장기적인 유해영향을 일으킬

수 있음.

ㆍ환경에 배출을 피할 것.

환경유해성

2013-1-664*
2-프로펜산 (3-페녹시페닐)메틸[(3-Phenoxyphenyl) methyl 2-propenoate ; 

409325-06-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ㆍ수생생물에 매우 유독함.

ㆍ수생환경에 장기적인 유해영향을 일으킬

수 있음.

ㆍ환경에 배출을 피할 것.

환경유해성

2013-1-665*

트리스(4-메틸페닐)술포늄과 1-[(3-히드록시트리시클로[3.3.1.13,7]데실)메틸] 

2,2-디플루오로-2-설포아세테이트 (1:1)의 염 [Tris(4-

methylphenyl)sulfonium salt with 1-[(3- hydroxytricyclo[3.3.1.13,7]dec-1-

yl)methyl] 2,2- difluoro-2-sulfoacetate (1:1); 1233844-88-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ㆍ삼켰을 경우 유독함.

ㆍ분진을 호흡하지 말 것.

ㆍ적절한 보호복과 보호장갑을 착용할 것.

ㆍ사고시 혹은 불쾌감을 느끼면 의사의 검진을 받을 것

(가능하면 표시문을 보여줄 것). 유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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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해당 유독물의 표시사항은 혼합물질인 유독물의 경우에 한하며, 단일물질인 유독물의 표시사항은 「유독물 등의 분류기준 및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의 [별표 4] “분류․표시 목록” 참조.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유독물의 표시사항

유 해 성 취급시 주의사항 유해그림

2013-1-666*
메탄술폰산[Methanesulfonic acid ; 75-75-2]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ㆍ삼키거나 피부에 접촉하거나 유해함.

ㆍ심한 화상을 일으킴.

ㆍ적절한 보호복과 보호장갑 및 안면보호구를 착용할 것.

ㆍ사고시 혹은 불쾌감을 느끼면 의사의 검진을 받을 것

(가능하면 표시문을 보여줄 것). 유해성 부식성

2013-1-667*
퀴놀린[Quinoline ; 91-22-5] 및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ㆍ삼키면 유해함

ㆍ피부에 접촉하면 유독함

ㆍ눈과 피부에 자극성이 있음.

ㆍ유전독성을 일으킬 수 있음.

ㆍ암을 일으킬 수 있음.

ㆍ노출을 피할 것(사용전 특별한 지침을 확보할 것).

ㆍ적절한 보호복과 보호장갑 및 안면보호구를 착용할 것.

ㆍ사고시 혹은 불쾌감을 느끼면 의사의 검진을 받을 것

(가능하면 표시문을 보여줄 것).
유독성

2013-1-668*

1,2-옥사티올란 , 2,2-디옥사이드 [1,2-Oxathiolane,

2,2-dioxide ; 1120-71-4] 및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ㆍ삼키면 유해함

ㆍ유전독성을 일으킬 수 있음.

ㆍ암을 일으킬 수 있음.

ㆍ노출을 피할 것(사용전 특별한 지침을 확보할 것).

ㆍ적절한 보호복과 보호장갑을 착용할 것.

ㆍ사고시 혹은 불쾌감을 느끼면 의사의 검진을 받을 것

(가능하면 표시문을 보여줄 것).
유독성

2013-1-669*
이산화 염소[Chlorine dioxide ; 10049-04-4] 및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ㆍ가연성물질과 접촉시 화재를 일으킬

수 있음

ㆍ흡입하면 매우 유독함.

ㆍ화상을 일으킴.

ㆍ수생생물에 매우 유독함.

ㆍ적절한 보호복과 보호장갑 및 안면보호구를 착용할 것.

ㆍ사고시 혹은 불쾌감을 느끼면 의사의 검진을 받을 것

(가능하면 표시문을 보여줄 것).

ㆍ환경에 배출을 피할 것. 고독성 부식성

환경유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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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의 “2013-2-87”란 다음에 “2013-2-88”란부터 “2013-2-90”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별표2]

관찰물질(제4조 관련)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유독물영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을 제조,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로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여야 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각각 2개월(고유번호 2013-1-662란부터 2013-1-665란까지) 및 5개월
(고유번호 2013-1-666란부터 2013-1-669란까지) 이내에 동조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

고유번호 화 학 물 질 의 명 칭

2013-2-88
메틸 3-(2-옥시라닐메톡시)프로필, 실세스퀴옥산, 메톡시-말단[Silsesquioxanes, Me 3-(2-oxiranylmethoxy)propyl, methoxy-terminated; 1005771-

58-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2013-2-89
2,4,6,8- 테 트 라 메 틸 시 클 로 테 트 라 실 록 산 Si-[3-(2- 옥 시 라 닐 메 톡 시 ) 프 로 필 ] 유 도 체 [2,4,6,8-Tetramethylcyclotetrasiloxane Si-[3-(2-

oxiranylmethoxy)propyl] derivs.; 1236309-02-6] 및 이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2013-2-90
2,4,6,8-테트라메틸-2-[3-(2-옥시라닐메톡시)프로필]시클로테트라실록산[2,4,6,8-Tetramethyl-2-[3-(2-oxiranylmethoxy)propyl]cyclotetrasiloxane;

61614-55-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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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대비물질 KEY INFO GUIDE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발췌



알리미 서비스 담당자

Tel : 031-790-2876
E-mail: jes7344@korea.kr
Fax: 031-790-2899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화학물질관리과

유독물, 취급제핚·금지물질 영업 등 유해화학물질 관리법과

관련핚 문의사항 또는 업체에서 필요핚 정보 등에 대해

‘화학물질 안전관리 알리미’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주시면 보내주신 내용을 검토하여 다음 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화학물질 영업시 궁금한 사항이 생겼을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