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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화재·폭발 현상의 이해

화재·폭발 발생 메커니즘 및 관리대책

가연물이 혼합된 공기가 점화원과 접촉하는 순간 화재·폭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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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화재·폭발 현상의 이해

가연물 관리

작업시작 전 가연물의 제거·퍼지·차단 확인

• 제거작업 전 가연물의 물질특성 파악 후 시작

• 작업장 주변 가연물 제거, 용기나 배관 내용물 배출 표식 등 안전조치사항 확인

• 용접불꽃 비산방지를 위한 각종 개구부 차단 여부 확인

• 독성, 가연성 가스 퍼지 후 가스잔류 여부 확인

• 용단 전 냉각 후 테스트 홀을 통하여 가스감지

• 비중, 환기상태, 누출원 등을 고려하여 실시

가스 분진 누출 여부 측정

• 가연성 가스·분진제거 후 공기로 치환

• 잔존물 이송 시 철재호스 사용 및 접지

• Non-spark 재질의 방폭 공구 사용

내용물 제거 시 안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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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화재·폭발 현상의 이해

점화원 관리

가연성 물질, 인화성 물질 근처에 화기작업 금지

• 스치로폼 등 가연물 주변, 인화성 물질 취급설비(용기, 배관 등) 근처 및 인화성 물질

취급 밀폐공간에서 화기작업(용접·용단 등) 금지

• 작업 전 안전점검 및 화기작업허가 철저

• 작업허가서에 명시된 안전보건조치사항 확인

• 작업내용 변동에 따른 추가위험 대응 조치

안전점검 및 화기작업 허가 철저

• 산소와 점화원은 제거가 불가능하므로 가연물에 대한 집중관리(격리, 제거, 방호)가

중요

중점관리 철저

화기작업 중 확인사항

- 주변 작업조건의 변동 및 위험물질

유입 여부

- 작업 중 지속적인 인화성 가스 측정

- 작업 관계자 외 인원의 출입통제

- 불꽃으로 인한 주변의 화재 가능성

방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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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활용한 유해성·위험성 파악

화학물질 취급 사항

① 첫 번째, 사업장에서 취급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목록을
정리

② 두 번째, 목록에 있는 화학물질별로 MSDS를 비치 혹은
게시하고 있는지 확인

③ 세 번째, 목록에 있는 화학물질별 용기 및 포장에 경고
표지가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

④ 네 번째,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관리
요령을 게시

⑤ 다섯 번째,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을 취급한다면 먼저 다음의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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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활용한 유해성·위험성 파악

MSDS의 구성과 활용방법

MSDS의 구성

• 물질안전보건자료에는 아래의 순서대로 16개 항목 및 72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황에 따라 해당 항목의 필요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음

16개 항목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2. 유해성·위험성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4. 응급조치 요령

5. 폭발·화재 시 대처방법

6.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

7. 취급 및 저장방법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9. 물리화학적 특성

10. 안정성 및 반응성

11. 독성에 관한 정보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13. 폐기 시 주의사항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15. 법적 규제현황

16. 그 밖의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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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활용한 유해성·위험성 파악

유해성·위험성

• 유해성·위험성 분류

- 화학물질이 가지는 유해성·위험성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GHS에서는

화학물질이 아래와 같은 유해성·위험성으로 분류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유해성 구분 ○○(숫자)”로 표시되는데 보통 구분의 숫자가

작을수록 더 큰 유해성·위험성을 의미함

물리적 위험성

1. 폭발성 물질 9. 인화성 액체

2. 자기반응성 물질 10. 인화성 고체

3. 유기과산화물 11. 자연발화성 액체

4. 산화성 가스 12. 자연발화성 고체

5. 산화성 액체 13. 물반응성 물질

6. 산화성 고체 14. 고압가스

7. 인화성 가스 15. 자기발열성 물질

8. 인화성 에어로졸 16. 금속부식성 물질

건강 및 환경 유해성

17. 급성 독성(경구,경피,흡임) 24. 생식독성

18.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25. 특정표 적장기독성 – 1회

노출

19.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26. 특정표 적장기독성 – 반복

노출
20. 특정표 적장기독성-1회

노출

21. 호흡기 과민성 27. 흡인 유해성

22. 피부 과민성 28. 환경 유해성

23. 발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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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활용한 유해성·위험성 파악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 화학물질명, 관용명 및 이명

- 동일 화학물질이라도 다양한 이름(관용명, 이명, 상품명 등)을 가질 수 있음

예) 벤젠은 벤졸이라 불리기도 함

• CAS번호 또는 식별번호

- 한국사람에게 주민번호가 부여되듯이 화학물질(일반적으로 단일물질)에도

식별번호가 부여되어 화학물질의 구별을 용이하게 함

구분 내용 구분 내용

화학물질명 함유량(%)

관용명 및 이명

CAS번호 또는 식별번호

• 함유량

- 함유량 기재는 일반적으로 고체, 액체의 경우 중량(w) 비율을 쓰고, 기체의 경우

부피(v) 비율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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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활용한 유해성·위험성 파악

응급조치 요령

• 응급조치는 화학물질과의 접촉 또는 사고로 인체에 노출되었을 때 취하는

조치로써

• 사용자는 화학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을 먼저 숙지해야 함

응급조치 요령

• 눈에 들어갔을 때 :

• 먹었을 때 :

• 피부에 접촉했을 때 :

• 흡입했을 때 :

•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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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활용한 유해성·위험성 파악

폭발·화재 시 대처방법

• 적절한(및 부적절한) 소화제

•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대처방법

• 적절한(및 부적절한) 소화제 :

•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예, 연소 시 발생 유해물질) :

• 화재 진압 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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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활용한 유해성·위험성 파악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

• 누출 사고 시에는 화학물질의 정화 및 제거도 중요하지만 누출로 인한 2차 사고도

예방해야 함으로 누출 시에는 일반적인 사용환경보다 고동도로 노출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 필요

• 정화 또는 제거 시에는 화학물질에 적합한

정화제를 사용하여야 함

대처방법

•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및 보호구 :

•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

• 정화 또는 제거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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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활용한 유해성·위험성 파악

취급 및 저장방법

• 어떤 물질을 안전하게 취급 및 보관하고 제품의 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건이

요구 될 수 있음

• 화학물질의 물리적 위험성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음

저장방법

• 안전취급요령 :

• 안전한 저장 방법

(피해야 할 조건을 포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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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활용한 유해성·위험성 파악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 노출기준이란?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노출기준 이하로 노출되는 경우 거의

모든 근로자에게 건강상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기 중의 농도이며, 

감수성이 예민한 근로자는 노출기준 이하의

작업환경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음

노출기준

• 국소배기장치는 발생원 근처에서 진공청소기와

같이 오염원을 빨아들이는 것으로 공학적 관리에서

환기를 시키는 것보다 우선 고려되어야 함

공학적 관리

노출방지

①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생물학적 노출

기준 등 :

② 적절한 공학적 관리 :

③ 개인보호구 :

• 호흡기 보호 :          • 눈 보호 :

• 손 보호 :                 • 신체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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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활용한 유해성·위험성 파악

물리화학적 특성

특성

• 외관(물리적 상태, 색 등) :

• 냄새 :

• 냄새 역치 :

• pH :

• 녹는점, 어는점 :

•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의 범위 :

• 인화점 :

• 증발속도 :

• 인화성(고체, 기체) :

•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

• 증기압 :

• 용해도 :

• 증기밀도 :

• 비중 :

• n – 옥탄올 / 물 분배계수 :

• 자연발화 온도 :

• 분해온도 :

• 점도 :

• 분자량 :

• 다양한 형태의 보호구가 있으므로 화학물질에 맞는 보호구를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함

개인보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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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활용한 유해성·위험성 파악

안정성 및 반응성

• 저장 및 취급 시 추가적으로 참고하여야

하며,

• 일반적인 취급 및 저장 환경이 아닌 다른

환경에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주의

깊게 봐야 할 정보임

열, 공기, 물, 햇빛, 다른 물질 등에 의한 영향을 참고할 수 있음.  예를 들어, 

화학물질 옆에서 잠깐 동안 용접을 하는 경우에 각별히 주의해서 봐야 할 정보임

내용

• 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 반응의 가능성 :

• 피해야 할 조건(정전기 방전, 충격, 진동 등) :

• 피해야 할 물질 :

• 분해 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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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활용한 유해성·위험성 파악

독성에 관한 정보

정보

①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② 건강 유해성 정보

• 급성독성 :

• 심한 눈 손상성 또는 자극성 :

• 피부 과민성 :

• 생식세포 변이원성 :

• 특정 표적장기 독성(1회 노출) :

• 흡입 유해성 :

•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

• 호흡기 과민성 :

• 발암성 :

• 생식독성 :

• 특정 표적장기 독성(반복노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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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활용한 유해성·위험성 파악

환경에 미치는 영향

내용

• 생태 독성 :

• 잔류성 및 분해성 :

• 생물 농축성 :

• 토양 이동성 :

• 기타 유해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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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활용한 유해성·위험성 파악

폐기 시 주의사항

내용

• 폐기 방법 :

• 폐기 시 주의사항(오염된 용기 및 포장의 폐기 방법을 포함함) :



22화학사고예방안전교육

②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활용한 유해성·위험성 파악

운송에 필요한 정보

내용

• 유엔(UN) 번호 :

• 유엔(UN) 적정 선적명 :

•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

• 용기등급(해당하는 경우) :

• 해양오염물질(해당 또는 비 해당으로 표기) :

•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 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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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활용한 유해성·위험성 파악

법적 규제 현황

유해한 화학물질은 각 법에서 규제하고

있으며,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규제내용을

알고 법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준수해야

함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

아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화학물질 규제임

① 금지물질 :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② 허가 대상 유해물질 : 제조 또는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질

③ 관리대상 유해물질 : 법에서 정하는 관리가 필요한 물질

④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 정해진 노출기준 이하로 관리해야 하는 물질

⑤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해야 하는 물질

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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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 취급근로자의 특수검진을 실시해야 하는 물질

⑦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 대상 유해·위험물질

⑧ 위험물질 ⑨ 노출기준 설정 유해인자

* 종전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으로 개정

① 금지물질 :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 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

② 허가물질 :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조, 수입, 사용

③ 제한물질 :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

④ 유독물질 :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

⑤ 사고대비물질 : 급성독성·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

화학물질관리법

②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활용한 유해성·위험성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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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물질

위험물안전관리법

②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활용한 유해성·위험성 파악



화재·폭발사고
고위험 화학물질

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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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화성 가스

2. 인화성 액체

3. 수소

4. 황산

5. 염산

6. 불산

7. 가연성 분진

8. 용탕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 마스터 텍스트 스타일을 편집합니다

– 둘째 수준

• 셋째 수준
– 넷째 수준

» 다섯째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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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화재·폭발사고 고위험 화학물질

인화성 가스(Flammable gas)

인화성 가스란?

• 폭발한계 농도의 하한(폭발하한)이 13퍼센트 이하 또는 상하한의 차가(폭발상한 –

폭발하한)가 12퍼센트 이상인 것으로서 1기압 20℃에서 가스 상태인 물질

• 수소, 아세틸렌, 에틸렌,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도시가스(NG), LPG, 암모니아 등

※ 폭발하한(LEL : Lower Explosive Limit) : 공기 중에서 인화성가스 등의 농도가 이 값 미만에서는

폭발되지 않는 한계

※ 폭발상한(UEL : Upper Explosive Limit) : 

공기 중에서 인화성가스 등의 농도가

이 값을 넘는 경우에는 폭발되지 않는

한계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 마스터 텍스트 스타일을 편집합니다

– 둘째 수준

• 셋째 수준
– 넷째 수준

» 다섯째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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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화재·폭발사고 고위험 화학물질

인화성 액체(Flammable liquid)

인화성 액체란?

• 인화성액체란 상온상압(섭씨 20도 1기압)에서 액체상태로서 불에 탈 수 있는 물질을

말하며 국내에서는 통상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과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인화성 액체를 관리하고 있음

 인화성 액체란 표준압력(101.3KPa)하에서 인화점이

60℃ 이하이거나 고온·저온의 공정운전조건으로

인하여 화재·폭발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취급되는

가연성 물질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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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화재·폭발사고 고위험 화학물질

 “인화성 액체”라 함은 액체(제3석유류, 제4석유류 및 동식물 유류에 있어서는

1기압과 섭씨 20도에서 액상인 것에 한한다)로서 인화의 위험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1. 특수인화물

2. 제1석유류 : 인화점 21℃ 미만(아세톤, 휘발류 등)

3. 알코올류

4. 제2석유류 : 인화점 21℃ 이상 70℃ 미만(등유, 경유 등)

5. 제3석유류 : 인화점 70℃ 이상 200℃ 미만 (중유 등)

6. 제4석유류 : 인화점 200℃ 이상 250℃ 미만(기어유 등)

7. 동식물유류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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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화재·폭발사고 고위험 화학물질

수소(Hydrogen)

수소 가스란?

• 수소 가스는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등 여러 산업 분야에서 널리 쓰이는 가스다.

최근에는 수소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개발 단계에 있으므로 향후에는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을 것이다.

• 수소 가스는 점화원(불꽃, 스파크 등)에 접촉할 경우 가스 자체가 불이 붙거나

폭발할 수 있는 가연성 가스이다. 

인화성이 높으며 화재나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폭발 하한값(LEL)은 4%이고

폭발 상한값(UEL)은 75%이다.

• 수소 가스는 공기보다 아주 가벼워 누설되면

상부로 쉽게 흩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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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화재·폭발사고 고위험 화학물질

황산(Sulfuric Acid)

황산(Sulfuric acid, H2SO4)이란?

• 무색의 비 휘발성 액체로 강산성 화합물

• 질산 다음으로 강한 산성을 띠며, 물과 혼합하면 다량의 열이 발생함

• 황을 가열해서 무수아황산을 만들어 질산 증기와 함께 연실에 도입한 후 수증기를

통해서 만드는 연실법과 무수아황산을 백금·오산화바나듐 등의 촉매로 산화시켜, 물에

녹이는 접촉법에 의해 생산

• 폭약·염료·화공약품, 염산·질산의 제조,

건조제·탈수제, 비료와 석유화학공업

등에 쓰이며, 시약으로서도 매우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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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화재·폭발사고 고위험 화학물질

염산(Hydrochloric Acid)

염산이란?

• 무색 투명하고 부식성이 강한 염화수소 수용액

• 대표적인 강산 중 하나로 물로 희석한 ‘묽은 염산’을 이용

• 농도 35% 이상의 것을 진한 염산이라고 함. 진한 염산은 습한 공기 중에서 두드러지게

발연하고 자극적인 냄새가 남

• 공업적으로 염소와 수소에서 직접

합성한 염화수소를 물에 흡수시켜서

생산

• 염산 자체가 폭발하지는 않으나

염산에서 생성된 수소는 폭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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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화재·폭발사고 고위험 화학물질

불산(Hydrofluoric Acid)

불산이란?

• 수소와 불소가 합쳐진 불화수소(HF)를 물에 녹인 액체를 말하는 것으로, 무색의

자극적 냄새가 나는 휘발성 액체

• 이온화가 잘 되지 않아 약산으로 분류되지만, 강한 수소 결합력으로 공기 중의 수준과

반응을 일으킬 경우 큰 폭발을 일으킴

• 다른 산과 달리 피부를 뚫고 조직 속으로 쉽게 침투해 강력한 독성을 일으킴

• 불산이나 고농도의 불산 증기가 피부에

닿으면 하얗게 탈색되며 물집이 잡히고,

눈에 닿으면 각막이 파괴되거나 혼탁해짐

• 반응성이 높은 성질 때문에 촉매제나

탈수제로도 이용되며, 반도체 실리콘

웨이퍼의 불필요한 부분을 녹이는데

탁월하여 반도체 산업의 필수 화학물질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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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화재·폭발사고 고위험 화학물질

분진(Combustible Dust) : 분진폭발방지 안전수칙

다량의 분진 발생 작업장에서 화기 작업 중 화재·폭발 발생

재해사례

분진이란? 분진은 직경 420미크론(Micron) 이하인 미세한 분말상의 물질로서 적절한 비율로

공기와 혼합되면 점화원에 의하여 폭발할 위험성이 있는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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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화재·폭발사고 고위험 화학물질

용탕(Molten Metal)

용탕이 담겨 있는 래들을 천장크레인으로 운반한 후 조형에 주입하기 직전

용탕 표면의 슬래그(Slag) 제거를 위해 래들 수동(핸들) 조작 중 갑자기

래들이 뒤집혀 용탕(약 1,330℃, 약 45톤)이 쏟아져 작업자 2명이 사망

재해사례

래들(Ladie)이란? 

용해로에서 나온 쇳물을

받아서 운반하여 주형에

주입하는데 사용하는 용기

④ 화재·폭발사고 고위험 장치 및 설비



화재·폭발사고
고위험 장치 및 설비

4장
화학사고예방안전교육

1, 보일러

2. 반응기

3. 저장탱크

4. 건조설비

5. 용해로

6. 가스 용접기

7. 드럼

8. 공기 압축기

9. 에어 재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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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화재·폭발사고 고위험 장치 및 설비

보일러(Boiler)

보일러란?

• 보일러란 연료의 연소로 발생되는 열을 밀폐용기 내에 있는 물에 전달하여 일정

압력의 증기를 발생시켜 건물의 난방, 온수 등에 사용하는 설비이다.

• 보일러는 연료의 연소로 열을 발생하는 부분과 밀폐용기의 벽을 통하여 열을 내부의

물에 전하여 증발시키는 부분(보일러 본체)으로 구성된다.

압력조정밸브

증기 이동경로

연소실

배관밸브
자동 콘트롤 판넬

버너

노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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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의 종류 형식

원통 보일러

• 노통이나 연관 또는 노통과 연관이

함께 설치된 구조로 되어 있으며

구조가 간단하고 용이한 반면 보유

량이 많아 증기 발생시간이 길며

파열 시 피해가 큼

• 수직형 보일러

• 노통 보일러

• 연관 보일러

• 노통연관 보일러

횡관식, 수직연관식, 횡수관식,

노튜브식, 코니시 보일러,

랭커셔 보일러, 횡형연관 보일러,

기관차형 보일러, 

노통연관 보일러, 스코티 보일러

수관 보일러

• 전열 면이 다수의 수관으로 되어

있어 수관 내에서 증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고압 대용량이 가능하여

대부분의 화력발전에 사용

• 자연순환식 수관 보일러

• 강제순환식 수관 보일러

• 관류 보일러

직관식, 곡관식, 조합식 등

라몬트식, 베룩스식, 조정순환식

등 벤슨식, 스로저식, 기타 소형

각종 보일러

특수 보일러

• 가스터빈의 폐가스를 열원으로

사용하는 폐열 보일러

• 연료로 나무껍질 등을 사용하는

특수연료 보일러

• 온방용 보일러

• 특수 보일러

주철제조합식, 수관식 등

폐열 보일러, 특수 보일러,

특수유체 보일러, 

간접가열 보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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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기(Reactor)

반응공정 흐름도(Process Flow Diagram)

포장 및 출하반응 희석 및 여과원료입고 및 투입

회분기(BATCH) 반응기 계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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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분식 반응기

작업 전 안전점검

• 회분식 공정(Batch Process)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원료를 투입하여 일정시간 혹은

일정공정을 거쳐 제품을 얻는 모든 공정을 말한다. 회분식 반응기는 반응기에 원료 및

촉매 등을 순서적으로 투입하여 일정시간 반응 후 생성물을 배출하는 방식으로

조작되는 반응기이다.

회분식 공정 특성

• 인적오류 가능성 높음

• 장치결함 가능성 높음

• 장치결함 예측이 어려움

• 인적피해 가능성 높음

• 인적피해 규모가 큼

• 공정 운전이 여러단계로 구성
• Batch별 Start-up, Shutdown
빈번함

• 장치결함 예측이 연속공정보다
어려움

• Grade 변경 시 운전조건 변화
• 현장 작업자의 수동운전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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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 탱크(Storage Tank)

저장 탱크란?

• 내부에 화학물질을 저장할 수 있도록 제작된 용기 중 그 내부에 작업자가 들어갈 수

있도록 된 구조의 것을 말하며, 운전압력에 의하여 대기압, 저압탱크, 압력탱크 등으로

구별된다.

주요 유해·위험 요인으로는

》 탱크내부 공간에서 작업 중 질식, 화재, 폭발 등의 위험

》 탱크 정비 보수 작업 중 인화성 증기 등에 의한 화재,

폭발위험

》 저장탱크 내부 위험물 정보 인식 미흡에 의한 재해위험

》 저장탱크에서의 비방폭형 전기기계기구 등의 사용에

따른 재해위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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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설비(Dryer)

건조설비란?

• 건조설비는 어떤 물체를 가열하여 건조하는 설비를 말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말하는 건조설비는 다음과 같다.

 위험물 또는 위험물이 발생하는 물질을 가열·건조하는 경우 내용적이 1㎥ 이상인

건조설비

 위험물이 아닌 물질을 가열·건조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설비

1. 고체 또는 액체연료의 최대사용량이 10kg/hr 이상

2. 기체연료의 최대사용량이 1㎥/hr 이상

3. 전기사용 정격용량이 10KW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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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기류식 상자형 전조기 병행류식 상자형 전조기

전기가열기
송풍기

급기구

배풍기

배기구

급기구
전기가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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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화재·폭발사고 고위험 장치 및 설비

용해로(Melting Furnace)

금속용해로란?

• 고체재료를 녹는점 이상으로 가열하여 용해할 목적으로 제조된 노로서 가열하는 방식

에는 코크스·석탄가스·천연가스·중유·석탄 등을 연료로 하는 것과 전열식으로 행하는 것

아크열을 이용하는 것 등이 있으며, 이 밖에 용해하려는 물질이 전기도체일 경우에는

그 자체에 유도전류를 흘려서 저항발열을 이용하여 가열하는 유도가열방식도 있다.

 도가니로

- 금속 또는 광석을 용융, 정련, 배소할 때 이들을 도가니에 넣어 가열시키는 노로서 내용물이 연료 및

연소가스와 직접 닿지 않으므로 내용물이 그들의 영향을 받아 변화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특수강, 

동합금, 알루미늄합금 등의 용융 및 안티몬의 정련 등에 사용됨

 전기로

- 전기에너지로 가열하는 노. 실험실뿐만 아니라 금속·기계·화학공업·요업을 비롯한 여러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며, 가열 방식에 따라 분류하면 저항로·아크로·유도로·전자빔로 등이 있음

- 일반적으로 전기로는 연료를 사용하는 연소로에 비해 폐기가스의 발생이 없고 노내 분위기의 제어가

용이하며, 온도제어 등의 조작 및 자동화가 쉽지만, 열변환효율이 나쁘고 값이 비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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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로도가니로

내화벽돌

뚜껑
도가니

송풍
기름

버너연소

용해부(연소가스의 영향이 적어 성분의 배합이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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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용접기(Gas Welder)

가스용접 및 용단이란?

• 가연성 가스와 산소와의 반응 시에 생기는 고열 즉, 가스 연소열을 용접 열원으로

사용하는 용접법이며, 가연성 가스와 산소의 혼합가스를 적당한 압력으로 토치(Torch)

끝으로부터 분출 연소시켜, 가스 불꽃을 만들어 이 가스 불꽃을 용접의 열원으로

사용한다.

• 가연성 가스로는 아세틸렌, 프로판, 부탄 등이 사용되며 이들 가스 불꽃 중 아세틸렌 –

산소 불꽃은 가장 화염온도가 높고 화염조절이 용이하며 모재에 끼치는 악영향이

적어서 공업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된다.

• 융단 작업은 자재 절단을 위한 용도로 산업현장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가열(예열)용으로도 이용이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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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치(Torch) 주요 구조부

산소아세틸렌 용접기

절단산소관 절단산소밸브(고압)

예열산소밸브(저압)혼합가스관
화구(탑)

손잡이관 산소라인

가스밸브 가스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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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럼(Drum) : 소용량 탱크 및 드럼 화기 작업발판

재해사례

인화성 액체가 있었던 폐드럼통을 절단하던 중 드럼통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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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원인

• 드럼 내부 인화성물질 점화에 따른 폭발

- 드럼 내부에 남아 있던 인화성액체 증기에 절단기 토치 불꽃이 점화되어 폭발

④ 화재·폭발사고 고위험 장치 및 설비

• 잔류 인화성물질 제거 미흡

- 드럼 내부에 남아 있던 인화성액체를 완전히 세척하지 않거나 내부의 가연성

증기를 치환하지 않음

화기작업허가와훈련

• 화기작업이 필요한 경우 위험작업을 주로 다루는 전문회사에 우선적으로

의뢰하고, 화기작업 전 잔류 액체와 증기 제거, 세척, 불활성화와 같은 방법들을

사용하여 위험을 최소화

• 화기작업에 관한 작업 허가시스템 운영

• 훈련

- 탱크, 드럼 그리고 기타 용기 등은 관련 위험작업 예방대책에 대해 적절한 교육

훈련을 받은 사람이 수리하거나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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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압축기(Air Compressor)

공기 압축기란?

• 외부로부터 동력을 받아 공기를 압축하는 기계를 말하며, 왕복동식(피스톤식) 압축기,

스크류식 압축기, 베인식 압축기 등이 있다. 공기 압축기는 공기를 압축 생산하여 높은

공압으로 저장하였다가 이것을 필요에 따라서 각 공압 공구에 공급해 주는 기계이다.

통상의 가공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공기 압축기는 압축기 본체와 압축 공기를

저장해 두는 탱크로 구성되어 있다.

• 공기 압축기의 사양은 매분 당 공기 토출량과 탱크 용량으로 표시되는 경우가 많다.

압축한 공기는 칩의 청소 등에 사용되는 에어컨 등에 쓰인다. 또한 공기를 압축할 때

공기 중의 수분이 응축되어 압축 공기 중에 물이 고이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수분을 제거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공기 압축기에 드라이어(건조기)를 접속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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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입필터 오일 주유구

V-Belt
압력스위치

구동모터
조작판넬

드레인 밸브

용기

이동용
손잡이

압력계

크랭크실

공기 압축기 구조

스크류식 공기압축

왕복동식 공기압축기 : 가장 많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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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 재킷(Air Compressor)

에어 재킷이란?

• 선박용 블록의 내부와 같은 공간에서 용접·용단 등의 작업을 하는 작업자의 작업복

안으로 시원한 공기(Air)를 공급하여 더위를 식히기 위한 것으로써 재킷, 호스, 플러그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니폴드의 커플러에 플러그를 연결하여 공기를 공급받는

구조를 말한다.

공기재킷의 모습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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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재킷의 착용 모습

1 2 3



화학설비 등의
주요 안전장치

5장
화학사고예방안전교육

1, 안전밸브

2. 파열판

3. 통기밸브

4. 폭발 방산구

5. 화염 방지기

6. 가스 누출 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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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밸브(Safety Valve)

안전밸브 안전밸브 단면도

안전밸브 정의 등

• 설비나 배관의 압력이 설정압력을 초과하는 경우 작동하여 내부압력을 분출하는 장치

안전밸브의 종류

• 스프링식(화학설비에서 가장 많이 사용), 중추식, 지렛대식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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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밸브 설치 기준

• 압력상승의 우려가 있는 경우

• 반응생성물에 따라 안전밸브 설치가 적절한 경우

• 열팽창 우려가 있을 때 압력상승을 방지할 경우

안전밸브 등의 설치

• 다음에 해당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는 과압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압력용기

 설치기준

안지름이 150mm 이하인 압력용기는 제외하며, 열교환기는

관의 파열로 인한 압력상승이 동체의 최고 사용압력을 초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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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화학설비 등의 주요 안전장치

정변위 압축기

 설치기준

토출측에 차단밸브가 설치된 것에 한정한다.

정변위 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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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화학설비 등의 주요 안전장치

배관

 설치기준

이상 화학 반응, 밸브의 막힘 등 이상상태로 인한 압력 상승

으로 해당 설비의 최고사용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것에

한정한다.

그 밖의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설치기준

2개 이상의 밸브에 의하여 차단되어 대기온도에서 액체의

열팽창에 의한 파열이 우려되는 것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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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화학설비 등의 주요 안전장치

파열판(Rupture Disk)

파열판 파열판 단면도

파열판 정의 등

• 밀폐된 압력용기나 화학설비 등이 설정압력 이상으로 급격하게 압력이 상승하면

파단되면서 압력을 토출하는 장치이다. 짧은 시간 내에 급격하게 압력이 변하는 경우

적합하다.

파열판

캐리어 어셍블리

파열판 및 부속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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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화학설비 등의 주요 안전장치

파열판의 설치기준

 설치기준

반응폭주 등 급격한 압력상승의 우려가 있는 경우

 설치기준

급성 독성물질의 누출로 인하여 주위의 작업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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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3.5Qu Ｘ (          ) Ｘ 100
t
d

⑤ 화학설비 등의 주요 안전장치

 설치기준

운전 중 안전밸브에 이상물질이 누적되어 안전밸브가 작동이

안 될 우려가 있는 경우

파열판 설계기준식

• 여기서, P : 파열압력(kg/㎠), d : 직경, Qu : 재료의 인장강도(kg/㎟), t : 두께(㎜) 

파열판의 특징

• 압력 방출속도가 빠르며, 분출량이 많다.

• 높은 점성의 슬러리나 부식성 유체에 적용할 수 있다.

• 설정 파열압력 이하에서 파열될 수 있다.

• 한 번 작동하면 파열되므로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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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화학설비 등의 주요 안전장치

통기밸브(Breather Valve)

통기밸브 원리통기설비

양압

음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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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화학설비 등의 주요 안전장치

통기설비 정의 등

• 인화성 액체를 저장·취급하는 대기압 탱크에는 통기관(Vent) 또는 통기밸브(Breather

Valve)를 설치하여 정상운전 시에 탱크 내부가 진공 또는 가압되지 않도록 외기를

흡입 또는 증기를 방출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의 통기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인화성 액체를 저장하는 용기의 통기관 및 통기밸브에는 외부의 화염이 탱크로

유입하지 못하도록 끝단에 화염방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휘발성이 높아 증발손실이 많고 위험성이 높은 인화성 액체 저장탱크에는 통기

밸브(Breather Valve)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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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화학설비 등의 주요 안전장치

폭발 방산구(Explosion vent panel)

폭발 방산구 폭발 방산구 원리

폭발 방산구 정의 등

• 폭발 방산구는 건물, 건조로 또는 분체의 저장설비 등에 설치하는 압력방출장치로서

폭발로부터 건물, 설비 등을 보호하는 기능을 갖는다.

• 다른 압력방출장치에 비해 구조가 간단하고 방출 면적이 넓어 방출량이 많고, 방출에 따른

2차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방출방향을 안전한 장소로 향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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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화학설비 등의 주요 안전장치

폭발 방산구 설치 기준

폭발 방산구 덕트 설치

• 배출구 덕트는 폭발 방산구 면적 이상

• 벤트 면적은 가능한 균형 있고, 대칭적으로 분포

• 덕트는 가능한 짧게(3m 이하) 일직선으로 가능한 상부에 높이 설치하고 장애물이

없도록 외벽에 가깝게 옥외 안전한 곳으로 배출

• 폭발 방산구 주위에 경고표시판 설치

▶ 패널, 출입문, 개구부 등을 이용

1:15법칙 준수

▶ 방출구 주위에 가이드 레일 설치와 경고표지

▶ 가능한 연소장치 가까이 설치

▶ 판넬이 비산되지 않도록 끈으로 묶음

▶ 판넬은 0.5psig의 서지 내압력

▶ 지붕 판넬을 단위면적당 최대 24.4kg/㎡

설치

▶ 길이가 긴 건조설비는 최소 내경의 5배

초과 금지

▶ 초기 증기폭발압력을 조기에 배출시켜

배출시간을 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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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화학설비 등의 주요 안전장치

화염방지기(Flame Arrestor)

화염방지기 정의 등

• 철사를 꼬거나 금속 구슬을 여러 번 겹쳐 만든 두꺼운 금속망

• 불길이 유입되면 여러 겹의 금속망이 열기를 흡수해 발화 차단

• 불길이 계속 유입돼도 한 겹으로 된 인화방지망에 비해 화재 방지 효과가 큼

• 가격이 최고 수천만 원대로 비쌈

화염방지기

화염방지기
두께 25mm
무게 7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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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화학설비 등의 주요 안전장치

화염방지기 설치대상

• 인화점 38℃ 미만(인화성액체 및 인화성 가스를 저장 취급하는 화학설비에서 증기나

가스를 대기로 방출하는 경우)

* 상온에서 저장·취급하는 액체의 인화점이 38℃ 이상이고, 60℃ 이하인 경우에는 화염방지기의

설치를 생략하고 인화방지망을 설치할 수 있다.

인화방지망

외부에서 발생한 화염의 전파를 억제하기 위하여 통기관 끝에 설치하는 40메시

(Mesh) 정도의 구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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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화학설비 등의 주요 안전장치

인화방지망
두께 5mm
무게 500g

인화방지망 정의 등

• 구리 재질의 한 겹으로 된 얇은 금속망

• 불길이 유입되면 열전도율이 높은 구리가 열기를 흡수해 발화 차단

• 불길이 계속 유입되면 판이 달궈져 불꽃이 탱크 내부로 치솟을 가능성이 있음

• 가격이 수십만 원대로 저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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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화학설비 등의 주요 안전장치

가스누출감지기(Gas Detector)

가스누출감지 경보기 정의 등

• 정의 : 가연성 또는 독성 물질의 가스를 감지하여 그 농도를 지시하고, 미리 설정해

놓은 가스 농도에서 자동적으로 경보가 울리도록 하는 장치를 말하며, 감지부와

수신경보부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가스누출감지기 설치모양 가스누출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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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화학설비 등의 주요 안전장치

선정기준

• 감지대상 가스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것을 선정

• 감지대상 가스가 가연성이면서 독성인 경우에는 독성을 기준하여 가스누출감지

경보기를 선정

설치대상 물질

• 인화성 물질 : 인화성 액체 중 인화점이 35℃ 이하인 물질의 증기와 인화성 가스

• 독성 물질 : 독성 물질로서 35℃, 0.1MPa(1bar) 기체상태인 것

선정기준

• 건축물 내·외에 설치되어 있는 가연성 물질 또는 독성 물질을 취급하는 압축기, 밸브,

반응기 및 배관 연결부위 등 가스 누출이 우려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주변

• 가열로 등 점화원이 있는 제조설비 주위에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장소

• 가연성 물질 또는 독성 물질의 충전용 설비의 접속부위 주위

• 폭발위험장소 내에 위치한 변전실, 배전반실 및 제어실 내부 등

• 기타 특별히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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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화학설비 등의 주요 안전장치

설치위치

• 감지부는 가능한 한 가스의 누출이 우려되는 누출 부위 가까이에 설치

• 직접적인 가스누출은 예상되지 않으나 주변에서 누출된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되,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는 급속히 상부방향으로 확산되고,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는 지표면을 따라 서서히 확산되는 경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경보 설정 및 성능

• 가연성 가스누출감지 경보기 감지대상 가스의 폭발하한계 25% 이하(다경보 설정

형인 경우 1차 경보는 폭발하한계의 25% 이하에서 2차 경보는 폭발하한계의 50%

이하에서 경보를 설정), 독성 가스누출 감지경보기는 당해 독성 물질의 허용농도

이하에서 경보가 발하여지도록 설정

다만, 독성 가스누출감지 경보기로서 당해 독성 물질의 허용농도 이하에서 감지부가

감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스누출감지 경보기의 감지부 정밀도는 경보 설정점에 대하여 가연성 가스누출감지

경보기는 ±25% 이하, 독성 가스누출감지 경보기는 ±30% 이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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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화학설비 등의 주요 안전장치

• 가연성 가스누출감지 경보기는 경보 설정점에서 램프의 점등 또는 점멸과 동시에

경보를 발하여야 하고 정상 및 오동작 상태가 식별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 가연성 가스누출감지 경보기는 담배연기 등, 독성 가스누출감지 경보기는 담배연기,

세척유 증기, 석유류 증기 및 배기가스 등에는 경보를 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수신 경보부의 지시계 눈금범위는 가연성 가스누출감지 경보기의 경우에는 0에서

폭발하한계 값, 독성 가스누출감지 경보기의 경우에는 0에서 허용농도의 3배 값

(암모니아를 실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150ppm)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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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화학설비 등의 주요 안전장치

가스누출감지기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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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응기에 과투입 인화성액체 회수작업 중 화재

2. 스트레이너 교체 중 염산 누출

3. 황산 하역작업 중 플렉시블 호스 파손

4. 염소 탱크로리 하역작업 중 염소 누출

5. 산화성물질이 포함된 추진제 충전 중 화재

6. 과압에 의한 스팀보일러 폭발

7. 공기구동 밸브 조작기 오조작으로 인한 혼합C4 누출

8. 수지 배합 중 인화성증기에 의한 화재·폭발

9. 황산탱크 배관 누설부위 작업 중 황산누출

10. 혼합기 맨홀로 충진재 투입작업 중 유증기에 의한 화재·폭발

11. 용해로 원료(LPG)배관에서 역화로 화재·폭발

12. 가공작업 중 텐터기 폭발

13. 강관 용접공정 수소분배기 교체작업 중 화재·폭발

14. 계기용 변압기 교체 중 폭발

15. 도료생산 공정에서 분체원료 투입작업 중 화재

16. 드럼 절단작업 중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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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침강조 용접작업 중 폭발

19. RTO설비 점검 중 폭발

20. 불산(HF, 55%) 상차작업 중 누출

21. 인화성액체 이용 여과작업 중 폭발사고

22. 톨루엔 주입작업 중 정전기에 의한 화재

23. 폐차장 연료탱크 잔유(휘발유) 회수 작업 중 화재

24. 황산 제조공정 보수 작업 준비 중 누출

25. 폐드럼통 절단 중 잔류 인화성증기에 의한 폭발

26. 신너와 페인트 혼합작업 중 화재

27. 인화성 세척제 증기에 의한 폭발

28. 금속칩 용융작업 시 화재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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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화재·폭발·누출 등 사고사례 및 예방대책

반응기에 과투입 인화성액체 회수작업 중 화재01
재해사례

재해발생 원인

작업방법 부적절

• 과투입된 인화성액체 회수를 맨홀을 열고 회수하는 등 폭발위험 분위기가 조정된 상태에서

작업 실시함

점화원 관리 미 실시

• 작업도구(금속제 용기, 철사), 인체 대전 등에 대해 정전기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지 않음

재해발생 개요

충남 소재 ○○㈜ 수지제조공장 2층 반응기에서 맨홀을 열고

금속제 용기로 과투입된 원료(MMA)를 회수하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반응기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작업자 1명이

얼굴과 목 부위에 화상을 입은 사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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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 원인

안전운전절차서 작성 미흡

• 원료 과투입에 따른 회수작업 등 비일상작업에 대한 안전작업절차가 마련되지 있지 않음

반응기 맨홀 개방상태 인화성액체 회수작업 용기 인화성액체 회수작업

⑥ 화재·폭발·누출 등 사고사례 및 예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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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화재·폭발·누출 등 사고사례 및 예방대책

재해예방 대책

안전한 작업방법으로 작업 실시

• 과투입된 반응기 내부 액체를 회수할 경우 반응기 하단의 드레인라인 등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작업 실시

점화원 관리(정전기 제거) 실시

• 폭발위험분위기를 조성하는 작업 시에는 다음의 조치를 실시하고 작업

- 도전성 재료를 사용 및 접지체와 등전위 본딩을 실시, 인체 대전방지를 위해 제전화, 제전복

등을 착용

- 설비, 인체에 대한 접지상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등

안전운전절차 작성 및 교육 철저

• 과투입된 원료 회수작업 등 비정상작업에 대해서도 안전작업절차서 마련하여 준수 및 근로자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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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화재·폭발·누출 등 사고사례 및 예방대책

스트레이너 교체 중 염산 누출02
재해사례

재해발생 원인

위험물질 차단 및 제거조치 미 실시

• 염산 스트레이너를 교체 시 운전 중인 염산배관을 차단 및 잔류 염산을 제거하지 않고 작업실시

보호구 미 착용

• 염산 스트레이너 교체 작업 시 일시적으로 안면보호구를 벗고 작업을 실시함

재해발생 개요

충남 소재 ○○㈜ ○○호기에서 염산공급 펌프 스트레이너가

손상되어 탈락, 교체과정에서 염산이 누출되었으며, 염산

누출 차단을 위해 차단밸브를 잠그는 도중에 염산 35%가

좌측 눈에 비산되어 상해를 입은 사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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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 원인

안전작업허가 승인 전 현장확인 미 실시

• 안전작업허가 승인 시 원청 현장관리자가 작업현장의 안전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승인함

⑥ 화재·폭발·누출 등 사고사례 및 예방대책

안전운전절차서 작성 및 작업위험성평가 실시 미흡

• 염산 스트레이너 교체 작업절차가 마련되지 있지 않았고, 작업 시 위험요인에 대한 상세한

평가가 누락됨

손상된 스트레이너 스트레이너 탈착 부위염산공급 계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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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화재·폭발·누출 등 사고사례 및 예방대책

재해예방 대책

작업 전 위험물질 차단 및 제거 조치

• 위험물질이 포함된 배관 부속품을 교체 시에는 작업 전 배관과 연결된 공정설비 등은 차단 및

격리 조치

위험물질 취급작업 시 적합한 보호구 착용

• 위험물질이 포함된 설비 보수, 교체작업 중에는 적합한 보호구를 항시 착용

안전작업허가 승인 전 현장확인 철저

• 안전작업허가 승인 시 반드시 원청 현장관리자가 작업현장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안전할 경우

작업승인

안전운전절차서 작성 및 작업위험성평가 실시 철저

• 정기적 작업은 안전운전절차를 누락 없이 작성하고, 작업 전에는 작업위험성평가 실시

• 작성된 안전운전절차 및 위험성평가를 원·하청 근로자에게 교육 및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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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화재·폭발·누출 등 사고사례 및 예방대책

황산 하역작업 중 플렉시블 호스 파손03
재해사례

재해발생 원인

플렉시블 호스 관리 미흡

• 플렉시블 호스 점검 및 교체기준이 없어 연결 캄록커플링이 호스와 분리되어 황산이 비산됨

적합한 보호구 미 착용

• 위험물질(황산) 하역작업 등의 취급작업 시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음

재해발생 개요

울산광역시 온산읍 소재○○㈜ 황산하역장에서 탱크로리의

황산을 플렉시블 호스를 통해 저장탱크로 이송하는 과정 중

탱크로리와 플렉시블 호스 연결부에서 소량의 황산이 비산되어

작업자 얼굴과 목 부위에 화상을 입은 사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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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화재·폭발·누출 등 사고사례 및 예방대책

분리된 커플링 등 플렉시블 호스황산 탱크로리 연결부

재해예방 대책

플렉시블 호스 점검주기 마련 및 점검

• 플렉시블 호스는 작업부하, 작업환경, 운전조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점검주기를 마련, 점검 사용

• 커플링이나 피팅류와 연결된 소스는 인접 300mm 부위를 특별히 주의하여 점검

• 호스를 완전히 펼친 상태에서 다음의 손상유무 점검하여 이상이 없을 시 사용

- 외피의 갈라짐, 브레이드 부식, 호스 내부 침식, 비틀림 등

취급물질에 적합한 보호구 착용

• 위험물질 하역작업 등의 취급작업 시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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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화재·폭발·누출 등 사고사례 및 예방대책

염소 탱크로리 하역작업 중 염소 누출04
재해사례

재해발생 원인

부적절한 호스 사용

• 염소에 부식 저항성이 없는 스테인레스 304를 사용 및 사용압력 보다 낮은 압력등급의 호스를

사용함

염소 외부 누출방지조치 미흡

• 급성 독성물질인 염소가 외부로 누출될 경우를 대비한 방재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

재해발생 개요

울산광역시 소재○○㈜ 울산공장 염소하역장에서 염소하역작업

중 질소퍼지를 위해 설치된 플렉시블 호스 일부가 파손되어 연소

가스가 누출되어 근로자 3명 및 인근 근로자 25명이 호흡계통에

불편함을 느껴 병원진료를 받은 사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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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 원인

염소 하역작업 시 배관에 정체구간 발생

• 설계 당시와 상이하게 질소배관에 밸브가 설치되어 않아 염소 하역작업 시 플렉시블 호스에

염소가 정체되어 부식 발생

⑥ 화재·폭발·누출 등 사고사례 및 예방대책

변경관리 미흡

• 염소 플렉시블 호스 직경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으나 변경관리(공정안전자료, 위험성평가 등)를

실시하지 않음

파손된 플렉시블 호스 1 파손된 플렉시블 호스 2염소 하역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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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화재·폭발·누출 등 사고사례 및 예방대책

재해예방 대책

물질 및 사용조건에 적합한 호스 사용

• 염소를 취급하는 플렉시블 호스는 염소에 내화학성이 있는 재질, 두께 등으로 설치 및 사용

염소 외부 누출방지조치 실시

• 급성 독성물질인 염소가 누출되었을 경우에는 외부 확산이 되지 않도록 유출방지 및 회수설비

(워터커튼 등)를 설치

설계 시와 동일하게 설비 설치

• 설계 당시와 동일하게 질소배관에 밸브를 설치하여 염소 하역작업 시 플렉시블 호스에 염소가

정체되지 않도록 조치

변경관리 철저

• 안전에 중대한 변경요소가 발생할 경우에는 적합하게 변경관리를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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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화재·폭발·누출 등 사고사례 및 예방대책

산화성물질이 포함된 추진제 충전 중 화재05
재해사례

재해발생 원인

산화성물질 및 혼합물 취급시 부적절한 작업방법 실시

• 과염소산암모늄이 포함된 추진제를 추진기관에 충전작업 시 밸브가 개방되지 않자 나무막대로

추진제에 충격을 가하는 작업을 실시함

안전운전절차서 작성 누락

• 비정상작업(밸브 개방작업)에 대한 안전작업절차(작업계획서)가 작성되어 있지 않음

재해발생 개요

대전광역시 소재○○㈜ ○○충전공실에서 믹서볼에 담긴

추진제를 추진기관에 충전작업 중 화재(연소)가 발생하여

작업자 5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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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화재·폭발·누출 등 사고사례 및 예방대책

재해발생 원인

사용물질에 대한 자료 부족 및 근로자 교육 미흡

• 과염소산암모늄이 포함된 추진제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근로자에 대해

물질의 위험성 교육 실시 미흡

충전작업 화학설비 나무막대 가격 망치 나무막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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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화재·폭발·누출 등 사고사례 및 예방대책

재해예방 대책

산화성물질 취급 시 안전조치 실시

• 산화성물질 및 혼합물 취급 시 마찰시키거나 충격을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작업 실시

비정상 작업 시 운전방법 변경

• 비정상 작업 시 산화성물질 혼합물인 추진제에 직접 충격 또는 마찰을 주지 않고 배출밸브를

개방할 수 있도록 작업방법 변경

안전운전절차 작성 및 위험성 교육 철저

•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사용작업 시 비정상작업 시 화재폭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에

대해 상세한 안전운전절차를 작성하고 그 위험성에 대해 평가 및 근로자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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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압에 의한 스팀보일러 폭발06
재해사례

재해발생 원인

보일러의 스팀 배출배관 밸브를 차단한 상태에서 보일러 계속 가동

• 보일러에서 발생한 스팀이 보일러 내부에 축적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계속하여 열원이 공급

됨으로써, 보일러 내부에 설계압력(7 ㎏f/㎠) 이상의 과압 발생

보일러 내부의 과압을 방출시키는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미 작동

• 보일러에 설치된 안전밸브의 압력방출 작동부가 부식․고착되어 작동하지 않음으로써 소각스팀

보일러 내부에 발생한 과압을 외부로 방출하지 못하여 보일러 폭발

재해발생 개요

경북 고령군 소재 ㈜○○○ 보일러실에서, OOENG가

운용하는 소각 스팀보일러가 과압에 의해 폭발하여

소각스팀보일러에 폐의류를 투입하던 작업자 2명이

사망한 재해임



92화학사고예방안전교육

⑥ 화재·폭발·누출 등 사고사례 및 예방대책

사고 발생 전 운전상황(밸브 개방) 사고 발생 시 운전상황(밸브 차단)사고 발생 순간

재해예방 대책

보일러의 안전성 확보 철저

• 압력방출장치는매년1회이상설정압력에서적정하게작동하는지를검사한후납으로봉인하여사용

• 압력방출장치인 안전밸브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

• 보일러에 대한 검사수검(설치검사, 계속 사용검사) 철저

보일러 운전자의 불안전한 행동 예방활동 철저

• 보일러 운전자에게 열관리 및 방호장치에 관한 사항, 작업순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 특별교육 실시

• 보일러 운전자격을 갖춘 자가 보일러를 운전하도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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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압에 의한 공기구동 밸브 조작기 오조작으로 인한 혼합C4 누출07
재해사례

재해발생 원인

공압밸브 작동원 미 차단

• 공압밸브를 닫은 후 오조작이나 오작동에 의해 공압밸브가 불시에 열려 위험물이 누출되지

않도록 작동원인 공기공급 밸브를 차단하지 않음

공압밸브 조작 절차 미 준수

• 최초 공압밸브를 닫은 후 클러치가 완전한 수동 선택이 되었는지 안전핀 결속 여부를 확인하지

않음

재해발생 개요

전남 여수시 소재 ○○㈜ 공장에서 열교환기 세척 후 이동식크레인

으로 열교환기 덮개(channel)를 설치하던 중 증류컬럼의 공기구동

밸브 조작기 오조작으로 밸브가 열려 증류컬럼 내부의 혼합C4 및

추출용제가 누출되어 협력업체 근로자 4명이 흡입하여 대피 중

1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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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 원인

작업발판 부적절 설치

• 작업자가 열교환기 덮개(channel) 부위로 이동할 수 있게 설치된 작업발판이 공압밸브 조작부위

근처에 설치되어 밸브 조작부위에 접촉함

재해발생 공압밸브 혼합C4 누출부위 공압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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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 대책

공압밸브 작동원 차단

• 공압밸브와 같은 작동원에 의해 조작되는 밸브는 조작 후 불시 작동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작동원을 차단하여야 하며, 현장 밸브 조작스위치와 작동원 차단밸브에 시건 및 표지를 부착

하여 다른 작업자의 오조작을 방지

공압밸브 조작 절차 준수

• 공압밸브 조작 절차서의 내용이 현장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하고, 클러치 수동 등 절차서 준수

여부를 작업허가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

작업에 적합한 작업발판 설치

• 정비작업 시 작업에 필요한 작업자의 이동 경로, 장애물, 설비 간섭 등을 고려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 작업자가 현장 조작스위치 등을 잡고 이동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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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배합 중 인화성증기에 의한 화재·폭발08
재해사례

재해발생 원인

폭발위험분위기 조성 작업

• 교반작업 중에는 증기압이 높은 인화성액체를 취급함에 있어 교반기의 벤트구를 개방하고,  

맨홀을 개방하여 교반기 상부에 형성된 인화성증기가 폭발위험분위기를 조성함

가스감지기 미 설치

• 조제실 내에 인화성 증기를 감지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지 않아, 솔벤트(HD-250) 증기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의 징후를 미리 감지할 수 없었음

재해발생 개요

경기도 안성시 소재 ○○㈜에서 수지 배합 교반기에 고무와

솔벤트를 1차 투입, 교반된 상태에서 솔벤트를 추가 투입한 후 추가

원료인 수지를 맨홀로 투입하기 위해 지게차를 사용하여 수지원료

포대를 교반기 맨홀이 위치한 중 2층으로 올리던 중 실내에 체류한

유증기에 화재·폭발이 발생하여 1명이 화상을 입은 사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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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 원인

비방폭 전기기계·기구 사용

• 폭발위험장소에 비방폭 지게차를 사용하여 운전하는 등 점화원을 제공하였음

사고 교반기 제조소로 들어가는 지게차 화염발생 중인 제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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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 대책

교반작업 중 생성된 인화성증기 적절 처리

• 인화성물질이 포함된 물질을 교반작업 중에는 발생된 인화성증기를 배관을 통하여

적절한 처리설비로 연결

인화성물질 취급 시 감지설비 설치

• 인화성물질을 취급하는 설비 주위에는 적합한 위치에 가스감지기를 설치 및 유지관리

실시

폭발위험장소 내에 적합한 전기기계·기구 사용

• 폭발위험장소 내에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는 적합한 방폭등급의 설비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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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탱크 배관 누설부위 작업 중 황산누출09
재해사례

재해발생 원인

황산배관 용접시공 불량 추정

• PVDF 배관을 플라스틱 용접으로 연결하였으나 시공불량으로 황산 누출됨

지식이 없는 근로자가 위험물 취급설비 조작

• 황산설비에 대한 지식이 없는 근로자가 황산 취급밸브를 조작하다 오조작에 의해 닫혀진

밸브를 개방함

재해발생 개요

경기도 포천시 소재 ○○㈜ 폐수처리공정에서 황산탱크와 펌프

사이의 배관에서 누출이 발생하여 누출을 막기 위해 닫혀진 수동

차단밸브를 오조작으로 개방하여 황산이 누출되어 1명이 화상을

입은 사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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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 원인

설비 유지관리 미흡

• 최초의 황산 누출시점에서 4일이 지나서 수리 시작하는 등 설비 유지관리 미흡

보온재 내 황산배관 황산 누출 부위

보호구 미 착용

• 황산은 인체에 접촉되면 화상 등의 중대한 부상을 가하는 물질이나 보호구를 미 착용하고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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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 대책

황산배관 용접시공 후 품질관리 철저

• PVDF 배관을 플라스틱 용접으로 연결 후에는 용접품질을 철저히 검증 필요

위험물 취급설비 정비·보수 시 적정 인력 투입

• 황산 등의 위험물 취급설비의 정비보수 시에는 적정한 지식 및 교육을 받은 인력이 수행

설비 유지관리 미흡

• 황산 등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배관은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이상 시 신속히 보수하여

사용

위험물 취급 시 적합한 보호구 착용

•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시에는 반드시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



102화학사고예방안전교육

⑥ 화재·폭발·누출 등 사고사례 및 예방대책

혼합기 맨홀로 충진재 투입작업 중 유증기에 의한 화재·폭발10
재해사례

재해발생 원인

고체원료 투입방법 부적절

• 인화성물질(자일렌)이 들어 있는 혼합기에 폴리프로필렌 포대로 고체원료를 맨홀로 넣는

부적절한 작업방법을 사용

폭발위험장소에서 작업 시 점화원 제거 미 실시

• 점화원에 의해 화재·폭발 사고 위험이 있는 자일렌을 취급, 사용하는 설비에 폴리프로필렌

포대를 사용하는 등 정전기 제거조치 미 실시

재해발생 개요

충남 아산시 소재 ○○㈜ 방수제 제조공정에서 혼합기 맨홀로

충진재를 폴리프로필렌 포대로 넣는 과정에서 자일렌 유증기에

화재·폭발이 발생하여 2명이 부상(화상 1명, 골절 1명)을 입은

사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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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 원인

취급물질 위험성 미 파악

• 방수제 제조공정에서 사용하는 물질(PAS, BRS 등)은 자일렌이 포함되어 화재․폭발 사고 위험이

있으나 그 위험성에 대해 파악하지 않음

사고 혼합기 화재·폭발 중인 혼합기 폴리프로필렌 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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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 대책

혼합기에 물질 투입방법 개선

• 인화성물질이 포함된 혼합기에는 맨홀을 닫은 상태에서 질소 등의 불활성가스를 주입한

상태에서 호퍼, 전용의 분체 투입장치, 스크류 컨베이어 등을 사용하여 안전하게 작업

폭발위험장소에서 작업 시 점화원 제거

• 인화성물질을 취급하는 폭발위험장소에서는 정전기 대전을 완화시킬 수 있는 작업방법으로

작업

- 포대는 도전성섬유 및 필라멘트로 만든 재질 사용 및 사용시 전기적 접지 실시

- 인체 대전 방지를 위해 도전성 바닥, 대전방지용 신발, 도전성 의류 등 착용

취급물질의 위험성 파악 및 근로자 교육

• 방수제 제조공정에서 사용하는 물질의 상세한 위험성을 파악하여 해당근로자에게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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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해로 원료(LPG)배관에서 역화로 화재·폭발11
재해사례

재해발생 원인

용해로 LPG배관에 역화방지조치 미 실시

• 용해로에 버너 실화 후 LPG가 공급되는 상태에서 버너 재점화 시 LPG, 연소공기 공급비율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등에는 역화가 발생할 수 있으나 역화방지 조치 미 실시

비방폭 전기기계·기구의 사용

• 용해로의 연료인 LPG는 외부로 누출될 경우 지면으로 체류되어 점화원에 의해 화재·폭발이

발생할 수 있으나, 사고발생 장소에는 다수의 비방폭 전기·기계기구를 설치하여 사용

재해발생 개요

충남 당진시 소재 ○○㈜ 알루미늄 용해로에서 LPG공급이

중단된 후 용해로 재 점화과정에서 LPG 역화로 LPG 차단밸브, 

감압밸브가 파손되어 누출된 LPG에 화재·폭발이 발생하여

사망1명, 화상 1명이 발생한 사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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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 원인

안전운전절차 작성, 위험성평가 실시 미흡

• 용해로에 LPG공급이 차단되고 버너가 꺼진 후 이를 재 점화하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유해

위험요인을 미 도출 및 상세한 안전운전절차서가 작성되지 않음

사고 LPG배관 파손된 차단밸브 파손된 감압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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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 대책

용해로 LPG배관에 역화방지조치 및 비상배출밸브 설치

• 용해로 LPG배관에는 역화방지기, 체크밸브 등을 설치하여 역화방지

• 용해로 버너가 꺼질 시 즉시 감지하여 신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 차단밸브를 복수로 설치 및

긴급차단밸브 사이에는 자동밸브를 F.O 형태로 설치

적합한 전기기계·기구의 사용

• 용해로의 연료인 LPG는 외부로 누출될 경우 점화원에 의해 화재·폭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폭발위험장소에는 적합한 방폭 전기·기계기구를 설치하여 사용

안전운전절차 작성, 위험성평가 실시 철저

• 용해로 운전조건 및 범위, 이상상황 발생, 운전이 일시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될 경우 등에

대한 상세한 안전운전절차 작성 및 준수

• 용해로에서 발생 가능한 유해위험요인을 상세하게 도출 및 적합한 조치계획 수립,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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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작업 중 텐터기 폭발12
재해사례

재해발생 원인

텐터기 내부의 인화성액체 증기 제거를 위한 환기 미흡 등

• 배기팬 고장, 배기 덕트 내부 섬유분진 및 기름 등의 탄화물 제거조치 미흡 등으로 텐터기 내부

(챔버부)에 가스폭발 위험분위기 형성

재해발생 개요

섬유가공 사업장에서 텐터기를 사용하여 코팅액을 도포한 원단을

가공(건조, 폭 조정)하는 작업 도중 텐터기 내부(챔버부)에서

폭발이 발생, 폭발 과압 및 화염에 의하여 텐터기의 패더맹글부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명이 사망하고 ○명이 부상을 당한 재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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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터기 사고 발생 상황

재해예방 대책

텐터기 내부의 인화성액체 증기 제거를 위한 환기 조치 등

• 국소배기장치 흡입 및 배기능력 등에 대한 작업시작 전 점검 및 주기적 청소 실시로 탄화물 제거

접지 등 정전기 발생 억제 및 제거조치 실시

• 제전기 등의 제전장치를 대전물체(원단이 풀리는 장소, 롤러 위 등)에 가까운 위치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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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관 용접공정 수소분배기 교체작업 중 화재·폭발13
재해사례

재해발생 원인

정비 등의 작업 시 안전조치 미 실시

• 수소 분배기를 교체할 때에 내부에 압축된 기체가 방출되어 근로자가 위험해 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압축된 기체를 미리 방출시키고 잔압을 제거하는 등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미 실시

재해발생 개요

경남 창원시 소재 ㈜○○ 제강 스테인레스 강관 용접공정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용접용 수소 분배기를 신규 분배기로 교체하기

위해 철거 작업을 하던 중 화재·폭발이 발생하여 근로자 2명이 화상을

입었으며, 주변 전기 설비 및 배선 등이 일부 손상된 사고임

※ 메인밸브는 분배기가 4개가 물려 있어 교체 예정인 P100A 분배기를 제외한 나머지는 용접에 사용해야

하므로 밸브차단을 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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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 원인

• 수소 분배기를 몽키스패너와 파이프렌치로 볼밸브에서 분리하는 과정에 분배기와 볼밸브

조인트부분이 같이 돌아가며 빠지고, 그와 동시에 볼밸브 내부의 볼과 시트가 빠져 나오면서

배관에서 현장 수소공급 압력인 약 8 kgf/㎠로 수소 가스가 누출

폭발위험이 있는 장소 관리 미 실시

• 수소 분배기 교체 작업장소를 폭발위험장소로 관리하고 폭발위험반경 내 방폭형 전기기계

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나, 현재 비방폭형으로 사용하고 있어 폭발분위기 형성 시 전기적

스파크에 의한 폭발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등 폭발위험장소 관리 미 실시

개조·수리 등의 작업 안전조치 미 실시

• 수소 분배기를 개조·수리 및 청소 등을 위하여 해당 설비를 분해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①작업책임자를 정하여 해당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고, ②작업장소에 위험물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하며, ③작업장 및 그 주변의 인화성 가스 농도를 수시로 측정하여 화재, 폭발재해를

예방하여야 하나 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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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 원인

위험성평가 실시 미흡 및 안전작업허가서 미 발행

재해발생 상황도(추정) 수소공급 도면 유사볼밸브 구조

밸브가닫힌상태에서조인트와시트(초록색)
가탈락되면볼과하부시트(파란색)가쉽게
튀어나오는구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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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 대책

정비 등의 작업 시 안전조치 실시

• 밸브 차단 및 밸브 내부 압축된 기체를 미리 방출시키고 잔압을 제거한 후 작업 실시

폭발위험장소 관리 철저

• 폭발위험장소 설정 관리하고, 그 범위 내에서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를 설치 사용

개조 수리 등의 방지조치 실시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안전작업허가서 발행 후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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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용 변압기 교체 중 폭발14
재해사례

재해발생 원인

전원공급 전 확인 및 전기적 불꽃에 의한 위험예방 조치 미흡

• 계기용 변압기에 전원을 공급하기 전에 2차측 회로의 단락(합선) 상태 등 이상여부를 확인

하면서 T상 퓨즈 전단의 배선이 이탈되어 배전반 내부 철판에 접촉되어 있는 것을 미처 확인을

못하고 점검 상 발생할 수 있는 전기적 불꽃에 대한 위험방지(화상보호복 미 착용 등)를 소홀히 함

재해발생 개요

울산광역시 남구 소재 ○○케미칼㈜ 내 전기실에서 전기담당

근로자 8명과 협력사 대표 2명이 계기용 변압기(PT)를 교체하던 중

계기용 변압기가 폭발하면서 발생한 화염에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재해임

※ 계기용 변압기(PT) : 전력계통에 공급되는 전압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변압기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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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 대책

전기작업 관련 작업계획서 작성 및 준수, 전기적 불꽃에 의한 위험예방 조치 철저

• 사업주는 근로자가 50V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VA를 넘어 전기작업 시 발생하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의5 「전기작업에 관한 작업계획서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함

• 전기적 불꽃 또는 아크에 의한 화상의 우려가 있는 고압(교류 600V) 이상의 충전전로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시키는 경우에는 방염 처리된 작업복 또는 난연성을 가진 작업복을 착용시켜야 함

재해발생 상황도전력계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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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료생산 공정에서 분체원료 투입작업 중 화재15
재해사례

재해발생 원인

인화성 액체의 증기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기 조치 미 실시

• 점도가 높은 용액교반 중 마찰열 등으로 인화성 증기 발생 가능성이 높으나 억제하기 위한

온도제어조치 미 실시

• 환기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덮개가 열려 있어 환기가 충분하지 않으며, 수지·톨루엔을 투입

하기 위하여 환기시설을 제거하는 등의 부적절한 작업으로 인해 화재 및 폭발 위험분위기 형성

재해발생 개요

부산시 강서구 소재 ○○화학공업(주)에서 도로 표지용 흰색 도료를

생산하기 위한 조합공정에서 톨루엔을 포함한 수지에 크레인을

이용 탄산칼슘(CaCO3)을 Bulk Conbag 으로 투입하는 과정에서

조합탱크 내 인화성 혼합물이 정전기에 의한 발화로 화재가 발생하여

2명이 화상재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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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 원인

안전운전절차서 미흡

• 운전절차서에 ‘점증제 및 첨가제를 정량 투입한다.’라고만 명시되어 있고, 투입방법 및 투입 시

주의사항 등이 누락됨

• 점증제, 안료, 첨가제 투입 시 정전기 발생 억제 또는 제거를 위한 설비를 설계하거나, 운전자가

투입 시 포장 비닐의 제전여부를 확인하는 등 절차가 필요하나 관련 기준이 없음

• 운전 전 냉각수 투입 및 토출밸브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작업 시 냉각수 투입 미 실시

사고발생 당시 작업
상황도

톨루엔 배관 및 국소배기
설비

터는 과정에서 화재발생

폭발위험장소 내의 설비 등의 정전기 발생 억제 또는 제거 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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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 대책

폭발위험장소 내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실시

• 조합탱크 내부 열 제거를 위한 냉각수 공급하면서 작업, 투입 및 교반 작업 시 충분한 용량의

국소배기장치 설치 가동

• 조합탱크 주면 가스농도 감지를 위한 가스 검지 및 경보장치 설치

안전운전절차서 및 관련설비개선

• 안전운전절차서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서류화하고 운전자가 숙지, 작업내용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안전운전 절차서에 반영

점화원(정전기)제거 및 원료 투입 방법의 개선

• Bulk Conbag을 종이 비도전성 플라스틱 바깥 면은 종이로 쌓여진 필름과 종이의 겹 또는

대전방지 플라스틱으로 대체하거나 로터리 밸브나 동등의 장치를 가진 중간 호퍼를 통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투입 방법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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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럼 절단작업 중 폭발16
재해사례

재해발생 원인

폭발이나 화재 예방을 위한 조치 미 실시

• 위험물,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 또는 인화성 고체가 있을 우려가 있는 배관·탱크 또는 드럼

등의 용기에 대하여 미리 위험물 등을 제거하는 등 폭발이나 화재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 후

가 아니면 용접·용단 그 밖에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불꽃을 발생시킬 위험한 작업을

시켜서는 아니 되나 이를 미 준수

재해발생 개요

경남 밀양시 소재 ㈜○○○○ 사업장 내에서 재해자가 공드럼의

뚜껑을 용접기를 사용하여 절단해 내기 위해 공드럼을 세워놓고

알곤용접기를 작동시키는 순간 공드럼 내부에 남아있던 메탄올

증기에 점화, 폭발되어 폭발압에 의해 분리되어 날아든 공드럼

뚜껑에 1차 충격되어 뒤로 넘어지며 지면에 머리를 부딪쳐 뇌출혈,

뇌부종에 의하여 사망한 재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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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상황도

재해예방 대책

위험물 등이 있는 장소에서의 화기 금지

• 위험물 등이 있는 배관·탱크 또는 드럼 등의 용기에 대하여 용접·용단 그 밖에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불꽃을 발생시킬 위험한 작업을 할 때 미리 위험물 등을 제거하는 등 폭발이나 화재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실시

재해발생 상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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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유도 용해로 작업 중 잔류 화약류 폭발17
재해사례

재해발생 원인

폭발위험 방지조치 미 실시

• 전기유도 용해로에 각종 군용 탄피 스크랩 등의 재료를 장입·용해할 경우 불발탄 및 잔류

화약류에 의한 폭발 위험이 있으나 이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 불순물 선별작업 미 실시

재해발생 개요

경기도 안산시 소재한 ○○사업장 내에서 재해자가 동료

작업자와 탄피 스크랩 등을 전기 유도 용해로로 투입하는

작업을 하던 중 탄피 내부의 잔류 화약(추정)이 폭발하면서

파편을 맞고 쓰러져서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한 재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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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 대책

폭발위험 방지조치 실시

• 전기 유도 용해로에 금속 부스러기 등을 용해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수증기, 화약류 등의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물, 위험물(화약류 등), 밀폐된 용기 등이 장입되지 않도록 사전 선별 작업 실시

탄피 넣는 상황 선별되지 않는 탄피스크랩 폭발 시 직후 전경

개인보호구 착용

• 전기 유도 용해로 작업은 고온의 용탕 비산 및 불순물 장입에 의한 폭발위험이 상존하는 작업

이므로 안전모, 보안면, 방열복 등의 보호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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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강조 용접작업 중 폭발18
재해사례

재해발생 원인

위험물(메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용기(사이클론)에 대하여 위험물 제거조치를

하지 않고 용접작업 실시 등

• 돼지 분뇨원수 및 슬러지에 의해 메탄이 발생하여 사이클론 내부에 체류할 우려가 있음에도

환기 등 위험물(메탄) 제거조치를 하지 않고 용접작업을 실시함

재해발생 개요

충남 서천군 소재 ○○현장에서 시스템 구성설비 중 사이클론

(침강조) 하부 지지대를 약 1m 높이는 작업을 완료한 후, 재해자가

사이클론(침강조) 상판을 건축물 기둥에 지지하고자 브라켓(ㄷ형강)을

덧대어 용접하다가 용접불티가 사이클론(침강조) 내부로 유입되어

분뇨에 의해 발생되어 체류 중이던 가스(메탄)가 폭발하면서 사이클론

상판과 함께 비래하여 지상으로 떨어져 사망한 재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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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 대책

위험물이 있을 우려가 있는 용기에 대하여 위험물을 제거하는 등 화재·폭발

예방조치 후 용접·용단 등 화기작업 실시 등

• 위험물,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 또는 인화성 고체가 있을 우려가 있는 배관·탱크 또는 드럼

등의 용기에 대하여 미리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 인화성 고체 또는 위험물을 제거하는 등

폭발이나 화재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 후가 아니면 용접·용단 그 밖에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

이나 불꽃을 발생시킬 위험한 작업을 하여서는 안 됨

작업상황도 1 작업상황도 2 폭발 시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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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O설비 점검 중 폭발19
재해사례

재해발생 원인

연소실 내 미 처리 잔류가스 배기 불량 등

• 퍼지팬(F-102)의 고장 및 트립 등이 발생할 경우 다량의 미 처리 잔류가스가 연소실 하부에

체류할 수 있으며 이 때 형성된 폭발 분위기에 원인 미상의 점화원이 가해져 폭발한 것으로

추정됨

재해발생 개요

경기도 안산시 소재 ○○현장에서 재해자가 폐 가스 소각시설의

이상온도 상승여부를 점검하던 중 잔류 VOC(휘발성유기 화합물)에

의한 폭발로 인해 사망한 재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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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 대책

긴급 압력방출장치(파열판) 및 폭발 방산구 설치

• 소각설비 및 배관(또는 덕트) 등에는 화재·폭발을 대비하여 긴급방출장치(파열판), 폭발방산구

등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함

폭발 부위 작업상황도 폭발 시 직후 전경

연소실 내 미 처리 잔류 가스 배기·순환 조치 실시

• 배기·순환팬 고장 등에 대비한 예비설비(보조팬), 경보(Alam) 등 연동장치(인터록) 설치 등 설비

신뢰도 확보



127화학사고예방안전교육

⑥ 화재·폭발·누출 등 사고사례 및 예방대책

불산(HF, 55%) 상차작업 중 누출20
재해사례

재해발생 원인

필터하우징의 이상과압으로 인한 파열판 파열

• (이송펌프 토출압력의 과다) IBC에서 필터를 거쳐 탱크로리로 불산을 이송하는 이송펌프

(에어다이아프램)에 구동용으로 공급되는 압축공기 공급 시 작업자가 밸브 수동 오조작으로

인한 압축공기의 과다 공급으로 인해 이상 과압 발생.

• (이송 중필터 막힘) 필터하우징 내부에 사용하는 카트리지는 사고발생 기준 2달 전부터 작업물량이

기존 대비 10배로 증가하였으나 교체를 하지 않아 불순물 등에 의해 필터가 막혔을 가능성이 높음.

재해발생 개요

충남 금산군 소재 ○○○○㈜ 에서 불산(HF,55%)을 IBC*로부터

여과작업을 거쳐 탱크로리로 이송작업 중 여과 설비인 필터하우징

상부에 부착된 파열판(Rupture Disk)의 파열로 불산(HF,55%)이

배관을 통해 집수조 주변 트렌치 상부면을 따라 불화수소 하역장

외부로 유출된 사고임.

* IBC(Intermediate Bulk Container): 선박이나 차량으로 위험물질을 운송하기 위한 용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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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 원인

비상집수조와 폐수조 사이의 수중펌프 작동 불능

• (레벨 스위치 관리 미흡) 비상집수조 내에 있는 레벨스위치는 부유식으로 움직이는 범위에

이물질 등이 끼일 경우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나 주기적인 관리 상태가 미흡함

이송펌프압축공기최대압력테스트 부유식 레벨 스위치 불화수소 하역장 외부 및 내부

불산(HF,55%)의 경보설비 등 미 설치

• 불화수소 하역장 내에는 불화수소(HF,100%) 감지기가 하역장 상부에 1개 설치되어 있으나,

불산(HF, 55%)의 누출을 감지할 수 있는 적절한 누액감지장치가 미 설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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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 대책

위험물질(불산 55%) 누출 방지 조치 강화

• (펌프 구동용 압축공기의 과압방지 대책 수립) 이송펌프의 구동용 압축공기 라인에 정압밸브

(Regulator Valve)를 설치하여 과압을 방지하고, 정압밸브의 고장을 대비하여 정압밸브의 후단에

적정압력의 안전밸브를 설치해야 함.

• (필터의 막힘상태 상시 확인) 필터의 막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차압계의 설치가 필요하며, 

경보값을 설정하고 목시 관리가 가능해야 함.

관리대상물질(불산,HF55%)에 대한 경보설비 설치

• 사업주는 관리대상 물질을 1일 평균 합계 100리터 이상 취급하는 장소에는 해당 물질이 셀

우려가 있는 경우 누액감지기 등의 경보설비를 설치하거나 경보용 기구를 갖추어야 함.

비상집수조 내의 레벨스위치의 적정성 유지

• 비상집수조 내의 수중펌프에 연동되는 레벨스위치의 사용 환경을 검토 후 오작동이 되지

않도록 해당 사용 환경에 적합한 레벨게이지를 사용하여 연동설비의 정상 작동에 대한 적정성

유지 (PH Meter, 수위에 따른 접점 센서 부착, 물리적 간섭의 가능성이 적은 부유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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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성액체 이용 여과작업 중 폭발사고21
재해사례

재해발생 원인

여과기 내부 폭발분위기 형성 방치

• 여과기는 여과기 덮개의 틈새로 외기가 유입될 수 있는 구조이며, 여과기 내부는 배기량이

유입량(질소 공급량과 유증기 발생량)을 초과하여 내부 음압으로 외기가 유입되며 폭발분위기

형성

재해발생 개요

음성군 소재 의약품 생산업체에서 합성·추출과정을 거쳐

결정화된 농축액을 여과·세척하는 작업 중 정전기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전신에 화상을 입은 사고임

여과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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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 원인

정전기 발생 억제조치 미흡

• 배관에 잔류한 세척액을 질소로 밀어낼 때 비전도성 유체가 흐르는 동안 배관과의 마찰로 생긴

정전기가 유체에 축적되고, 정전기 축적된 유체가 노즐에서 분사될 때 분축대전이 발생, 노즐

에서 분사된 후 비말에도 대전되며 정전기가 점차 강화된 것으로 추정

밸브조작 순서 등 방법 미 지정

• 질소의 공급·차단을 통한 액상물질의 이송 등 시스템 운전에 필요한 모든 밸브를 수동으로

조작하고 있고 이를 단순히 작업자의 경험과 판단에 의해 밸브 조작

후드부착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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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 대책

덮개 등의 접합부에서 누출방지 조치

• 여과기 용기와 덮개 사이는 위험물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전 둘레에 걸쳐 적절한 개스킷 사용,

덮개는 일체형으로 실링이 유지되도록 아이볼트 체결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사용 작업에 대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 중간생성물 농축액이나 인화성물질인 세척액 여과 및 세척작업 시 밸브 조작, 덮개의 위험물

누출여부 점검, 운전 일시 정지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된 경우의 작업방법 또는 운전 재개 시의

작업방법(세척액 투입배관의 연결 및 해체방법 포함), 이상 상태 발생 시의 조치(세척액의 투입

량이 부족하거나 과다하게 공급되는 경우 포함), 위험물 누출 시의 조치(세척액 투입배관을

연결하거나 해체할 때)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 실시

정전기 발생(비말대전) 억제조치

• 잔류 세척액을 질소로 밀어낼 시 여과기 몸체 및 덮개에 정전기적 접지 실시 및 비말대전이

생기지 않도록 세척액이 여과기 용기 하부에서부터 채워지도록 침액배관(Dip-pipe)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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툴루엔 주입작업 중 정전기에 의한 화재22
재해사례

재해발생 원인

재해발생 개요

경기도 김포에 소재한 ○○○○ 사업장 내 배합실에서 재해자가

이형지에 도포하는 실리콘 이형제 배합을 위해 원료인 톨루엔을

지하 저장탱크로부터 배합용기에 주입하던 중 배합용기에서

정전기 방전에 의한 화재가 발생한 사고임

점화원 : 고무호스와 배합용기 가장자리 원형테두리 간

정전기 방전

• 톨루엔 고정배관에 절연재질의 고무호스를 연결하여 배합용기

상부에서 직접 톨루엔을 주입하던 중 고무호스와 배합용기

가장자리 간에 정전기 방전이 일어나 화재가 발생함

가연물 : 톨루엔 증기 산소 : 대기중의 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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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 대책

도전성 재질의 호스 사용

• 정전기가 축적되지 않는 도전성 재질의 호스로 교체

톨루엔 주입방식 개선

• 용기 상부 주입방식(Splash filling)에서 용기 하부 주입방식으로 개선

• 주입배관을 용기 하부까지 확장(Dip pipe)하고 끝단에 45도 컷팁 또는 티(Tee) 사용

• 초기 배관 내 유속을 1m/sec 이하로 유지

등전위 본딩 실시

• 배합용기와 주입배관 사이에 정전기 방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입배관과 배합용기 사이를

직접 본딩

• 배합용기에 전용 접지편 설치

• 각 도전체를 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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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장 연료탱크 잔유(휘발유) 회수 작업 중 화재23
재해사례

재해발생 원인

재해발생 개요

○○ 폐차장 작업장에서 재해자가 폐차를 위하여 입고된 차량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탈거한 연료탱크 내 잔유(휘발유)를 플라스틱

용기에 담던 중 원인미상의 점화원에 의한 화재가 발생한 사고임

인화성 액체(휘발유) 취급 장소에서 흡연 및 화기 사용

• 잔유를 모아두는 용도의 저장용기에 휘발유를 주입하는 등 인화성 액체 취급 시에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흡연 및 화기 사용을 금지하는 등의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나 미흡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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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 대책

인화성 액체(휘발유) 취급 장소 화재예방 조치 실시

• 인화성 액체(휘발유) 취급 장소에서는 점화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흡연 및 화기 사용 등을 금지

하거나, 인화성 액체와 화기 사이에는 방화에 필요한 안전거리 유지, 불연성 차열재료 사용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정전기로 인한 화재 방지조치 실시

• 인화상 액체 취급 장소에서 정전기에 의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습, 제전장치 사용 등의

조치를 하거나 잔류회수 설비는 도전성 있는 재료로 제작하고 접지를 하는 등의 조치를 실시

정전기로 인한 화재 방지 미흡

•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인화성 액체(휘발유)를 저장용기에

주입 시 정전기 발생에 의한 화재의 위험이 있었으나 접지,

도전성 재료의 사용, 가습 등 정전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실시하지 않음

재해발생 원인

재해상황도



137화학사고예방안전교육

⑥ 화재·폭발·누출 등 사고사례 및 예방대책

황산 제조공정 보수 작업 준비 중 누출24
재해사례

재해발생 원인

작업 전 황산 미 제거

• 최종 흡수탑, 순환 배관 등 설비 내부에 체류되어 있던 황산을 제거하고, 누출 우려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 맹판 개방을 하여야 하나, 설비 내부에 황산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맹판 개방

작업을 시작함

재해발생 개요

울주군 소재 ○○○○㈜ 내 황산 제조공정에서 보수 작업준비를

위하여 공정운전을 정지하고, 최종 흡수탑*의 순환배관에 설치된

맹판을 개방하는 순간, 흡수탑과 배관내부에 체류되어 있던 황산

(약 98 wt%)이 쏟아지면서 맹판 개방 작업자 2명과 주변에서 작업

하던 근로자를 포함 5명이 화상을 입게 된 사고임.

* 최종 흡수탑(Final Absorbing Tower, FAT) : 순도 98% 황산을 제조하는 마지막 처리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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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 원인

부적합한 안전작업허가 실시

• 안전작업허가 시, 해당 작업 부서는 현장의 안전조치사항, 보호구 착용상태 등을 확인한 후

승인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최종 흡수탑에 황산이 있고, 작업자가 내산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허가가 이루어짐.

사고발생당시맹판 누출 당시 현장 묘사 사고 발생 설비 – 최종 흡수탑

정비·보수 작업에 대한 작업 위험성평가 미 실시

• 정비·보수 등 작업 시에는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작업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작업상의

위험요인을 최소화하고 작업자에게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하나, 작업

위험성평가를 미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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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 대책

작업 전 설비 내부 위험물 제거 후 작업 실시

• 정비·보수 작업 시 설비내부에 액체 등이 방출되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 전에 미리 위험물을 방출, 세척, 치환 시키는 등 필요한 사전 안전조치를 실시한

후에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정비·보수 작업에 대한 작업 위험성평가 실시

• 정비·보수 등 작업 시에는 해당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작업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사전에

유해·위험요인을 최소화 해야 하고 작업자 교육을 통해서 유해·위험요인을 작업자가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안전작업허가 절차 철저 준수

• 안전작업허가 절차에 따라 「작업 전 안전조치 상태 확인」, 「작업자 보호구 착용상태 확인」등

부서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한 후에 안전작업허가서가 발행 될 수 있도록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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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드럼통 절단 중 잔류 인화성증기에 의한 폭발25
재해사례

재해발생 원인

유류 등이 있는 드럼의 절단 작업 시 안전조치 미 실시

• 사업주는 인화성 물질 등이 있을 우려가 있는 드럼 등의 용기에 대하여 인화성 물질을 제거하는

등 폭발이나 화재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한 후가 아니면 절단 등 불꽃을

발생시킬 위험한 작업을 금지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함

재해발생 개요

식료품제조업 사업장 옥외 주차장에서 폐드럼통(외부에서 구매)을

이용해 재떨이나 바비큐그릴을 만들기 위해 4인치 그라인더로

상판을 절단하던 중 내부에 체류된 인화성증기가 폭발하면서

재해자가 그 충격으로 뒤로 넘어지며 바닥면에 머리가 부딪혀

사망한 재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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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 원인

※ 기인물(폐드럼통 내 잔류 인화성증기)

• 제품명 : SAIVINOL MS-300

• 성분(CAS No.) : 아크릴공중합체, 44% (26760-85)

초산에틸, 50.6% (141-78-6)

아세톤, 5,4% (67-64-1)

• 인화점 : -15 ~ -5℃

※ 점화원(4인치 그라인더)

• 그라인딩 작업 시 불티 온도 약 1,000~1,300℃ 폐드럼통 내 잔류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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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 대책

유류 등이 있는 드럼의 절단 작업 시 안전조치 철저

• 인화성 물질을 보관하였던 폐드럼통은 반드시 주입구와 통기구를 개방하고, 물 등을 이용하여

완전히 충수, 배출하는 작업을 반복 실시하여 내부의 인화성증기를 완전히 제거한 뒤 절단작업

을 실시하여야 함

유해·위험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교육 및 관리감독 철저

• 모든 화학물질 보관용기는 해당 용기(드럼통)에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리요령(경고표지,

그림문자)이 부착되어 있으므로 취급 및 사용 전 이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및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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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너와 페인트 혼합작업 중 화재26
재해사례

재해발생 원인

신너와 페인트를 배합하기 위해 혼합통에 투입하던 중 화재로 발생

• 일정량을 바닥에 흘린 상태에서 주변의 선풍기를 가동하기 위해 작업장 바닥에 놓여 있던

비방폭형 이동식 콘센트에 선풍기 전원플러그를 접속하는 순간 스파크가 발생하면서 인근에

흘러 있던 인화성 물질인 신너 또는 신너가 증발하면서 발생한 유증기에 착화하여 발생한

화재로 추정

재해발생 개요

화성시 소재 ㈜○○○ 소속 재해자가 사업장 내 도장반에서

철재류 방청작업을 하기 위해 신너와 방청페인트 혼합작업

준비도중 작업장 주변에 누설된 신너 유증기가 전기스파크로

추정되는 점화원에 의해 착화되어 화재가 발생하면서 전신에

화상을 입은 사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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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 대책

인화성 물질 취급 시 불꽃 또는 아크 발생기구 사용금지

• 사업주는 신너 등의 인화성 물질이 존재하여 폭발 또는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불꽃 또는 아크를 발생하거나 고온으로 될 우려가 있는 화기 또는 기계·기구 및 공구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됨

재해발생 원인

사고발생시 작업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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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성 세척제 증기에 의한 폭발27
재해사례

재해발생 원인

인화성 증기의 발생억제 및 체류방지 조치 미흡

• 인화점 이상의 외기 온도에서 취급함으로써 인화성 증기가 발생될 수 있는 세척조에는 인화성

증기가 체류되지 않도록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고 항상 그 기능을

유지하여야 하나 그러하지 않음

재해발생 개요

경북 칠곡군 소재 휴대폰 부품 생산 사업장에서 세척공정

세척조의 이상유무를 점검하던 피재자가 인화성 세척제 증기에

정전기 방전 또는 금속마찰 불꽃이 착화되어 발생한 화재에 의해

화상을 입은 사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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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 후 상황 1

재해예방 대책

인화성 증기의 발생억제 및 체류방지 조치 철저

• 인화점 이상의 외기 온도에서 취급함으로써 인화성 증기가 발생될 수 있는 세척조에는 인화성

증기가 체류되지 않도록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고 항상 그 기능을

유지하여야 함

폭발 후 상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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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칩 용융작업 시 화재28
재해사례

재해발생 원인

알루미늄, 마그네슘 등 금속칩의 종류별 분리 미흡

• 알루미늄을 생산하기 위해 알루미늄 등 금속성 물질의 칩을 용해로에 넣는(장입) 작업 시

발화성 물질인 마그네슘 칩이 제대로 선별·분류되어 제거되지 않고 용해로에 투입됨

재해발생 개요

대전광역시 소재 ○○사업장의 용해로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알루미늄 등 금속칩을 지게차를 이용해 용해로 전면에 있는 원료

거치대에 올려놓은 후 일정시간이 지난 후 순간적으로 거대한

백색 화염이 발생, 화염에 의해 화상을 입은 사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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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 원인

일반 작업복을 착용한 상태에서 용해로에 원재료

장입작업 실시

• 용해로에 원재료를 장입하는 용융고열물 취급작업 시 일반

작업복을 착용한 상태로 함으로써 분출된 화염에 의해 피복이

점화되어 화상을 입음

재해예방 대책

용해로에 금속 부스러기 등을 넣는 작업 시 위험물질 사전 제거

• 용해로에 스크랩/칩과 같은 금속 부스러기를 넣는 작업을 할 때에는 화재·폭발을 예방하기 위해

물·화약류·발화성물질 등과 같은 위험물질이나 밀폐된 용기 등이 포함되어 있는 지를 확인하고,

포함되어 있을 경우 이를 사전 제거하여야 함

용융고열물에 의한 화상 방지용 방열복 등 보호구 착용

• 다량의 용융고열물을 취급하는 작업 시에는 화염이나 용융고열물 등의 비산 등으로 인한 화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방열복·안전장갑·안전장화 등을 착용 후 작업토록 조치

산화된 마그네슘 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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