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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실험은
안전한 실험입니다

머리말

“실험실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연구자들, 그들에게 실험실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떻게 사용하면 될까요?
이 책은 실용서입니다. 실험실 안전을 위한 방법을 설명해 놓은 가이드북이기도 합니다.

실험실은 모든 과학의 출발점입니다. 연구자의 열정과 환희와 좌절과 성공이 무한대로 펼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에 맞춰 원하는 내용과 사례를 확인하고 적용하면 실질적인 도움을

쳐지며 끝없이 진화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실험실의 안전은 더 없이 소중합니다. 실험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에서 안전의 의미는 지구를 둘러싸며 보호하고 있는 대기권과 같을 겁니다. 그렇기에
실험실 안전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이 뭔가요?
무엇보다 심리학의 학문적 연구성과를 실험실 안전에 적용한 것입니다. 인간의 사고와 행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동에 관한 심리학적 통찰을 안전에 관한 연구자들의 심리에 적용한 사례들은 실험실 안전

이 책은 ‘실험실 안전’에 관해 연구자들이 알아야 할 내용들을 충실하게 담고 있습니다. 실

의 단계를 한 차원 높여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험실 안전에 대해 경각심을 유발하는 1장을 시작으로, 실험실 안전사고의 다양한 유형 및

더불어 실제로 실험실에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을 제시해 집중도를 높인 ‘Q&A’, 각 장의

사례, 실험실 안전수칙, 실험도구의 올바른 사용,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이해, 실험 폐기물

내용을 함축적이고 재미있게 묘사한 ‘카툰’, QR코드를 통해 심도있는 학습을 가능하게 한

과 위험물의 올바른 관리, 그리고 실험실 전기·가스 안전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실험실 안전, 스마트하게 알아보기’ 등 다양한 코너를 통해 독자의 관심이나 수준에 따라
선택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했습니다.

누가 읽으면 좋은가요?
이 책은 대학에서 과학을 전공하는 대학생, 대학원생, 공공기관 및 기업체 연구소의 연구

이 책의 안내자들

원을 주요 대상으로 삼았지만, 초·중·고등학교에서 과학실험실 운영을 담당하는 교사

이 책의 또 하나의 특징은 세 명의 캐릭터(세이퍼 박사, 케미컬리 박사, 흄 박사)를 설정해 실험

들을 위한 지침서 역할도 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실 안전과 관련된 내용을 직접 소개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내용을 보다 친근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매력적인 세 명의 캐릭터와

언제 사용하면 될까요?

함께 실험실 안전 여행을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연구자들이 실험실 안전에 관한 기초 정보를 습득하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둘째, 실
험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에 활용합니다. 셋째, 실험

“실험실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연구자들, 그들에게 실험실은 어떤 의미일까요?”

실 안전과 관련한 법률 및 수칙과 같은 제도적 측면을 이해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 책이 이 질문에 어울리는 답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화학연구원, 미래창조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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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의 주요 사고 원인은
무엇일까요? 실험실 사고도 계절을 탄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소설과 영화의 소재가 된
유해화학물질을 아십니까? 실험실 안전
X-파일에서 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

일순간에 모든 것을 앗아가는
실험실 사고! 연구자들은 실험실에서
위험물과 위험한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리 알고 대처하면 위험물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안전백승! 위험물의
종류와 위험성을 살펴봅니다.

실험실에서 이뤄지는 대부분의
실험은 전기와 가스를 사용합니다.
자칫 방심하는 순간 실험실은 물론 연구자의
생명 또한 앗아갈 수 있는 전기ㆍ가스 사고!
실험실 전기ㆍ가스 안전에
대해 알아봅니다.

수만 종의 화학물질,
수백 종의 실험기구와 기기들…
그 속에서 항상 위험에 노출된 연구자들!
여러분의 실험실은‘안녕’
하십니까?
연구자들의 생명을 지키는
실험실 안전수칙을 소개합니다.

인간의 문명이 진보할수록 종류도
다양해지고 쓰임도 늘어나고 있는 화학물질.
화학물질은 우리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데 이용되지만
때로는 예상치 못한 파괴적인 결과를 안겨주기도 하죠.
끔찍한 사고를 막기 위한 유해화학물질의 관리법과
응급 처치 요령을 알아봅니다.

화장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것이
중요하듯 실험에 사용한 시약 또한 잘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구자들이 무심코 버린
실험 폐기물은 화재와 폭발, 누출 등 뜻하지 않은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험실 폐기물
관리의 모든 것을 소개합니다.

CSI 화학실험실 사고 현장 조사반을 소개합니다~!
C (Chemical Laboratory Accident) S(Scene) I (Investigation) 화학실험실 사고 현장 조사반

세이퍼 반장 총괄
화학실험실 사고 현장 조사반을 진두지휘하는 총괄책
임자. 실험실 안전에 관련된 것이라면 모르는 것이 없
는 ‘실험실 안전맨’으로 실험실 안전의 본질을 꿰뚫어
볼 줄 아는 냉철한 성격의 소유자다.

단언컨대 실험실에서 안전만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실험실 사고 원인,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실험실 사고, 원인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사고전담반

흄 박사

반짝이는 머리처럼 반짝이는 두뇌로 실험실 사고를 조사하
는 사고 전담 조사관. 사고현장을 면밀히 분석해 작은 단서
심리전담반

케미컬리 박사

하나로도 안전사고의 원인을 유추해내는 능력자다.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드는 용기와 냉철한 분석력, 그리고 동시에 따뜻함
까지 두루 갖춘 심리학 박사. 안전사고의 이면에 숨어 있는 인간의 심리를
분석해 사고를 예방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Chapter

1
실험실 안전
X 파일

Chapter

1 실험실 안전 X 파일

사고는 줄었는데 피해 정도는 심해졌다?!
해마다 증가하던 사고는 다행스럽게도 2011년 157건에서 2012년 108건으
로 줄어들며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1 통계로 보는 실험실 안전사고

그러나 주목해야 할 점은 사고의 발생 빈도가 줄어든 반면, 사고 피해의 강
도는 더욱 높아졌다는 것이다. (2013년 4월 10일 기준, 미래창조과학부 발표 <실험

실험실 안전사고는 얼마나 일어날까요? 주로 일어나는 사고는?
그리고 사고 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상해 부위는 어디일까요?
실험실 안전사고, 통계로 알아봅니다.

실 사고발생 현황> 참고)

아래 내용은 2000～2010년 기간 동안 대학 및 연구기관 45곳을 대상으로
(구)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조사·수집한 「연구실안전사

고사례집 2011」을 참고해 정리한 것이다.

실험실 안전사고는 얼마나 일어날까?

실험실 안전사고의 유형을 보면 화재가 35.6%로 가장 높았고, 폭발이

2006년 4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실험실 안

31.1%, 기타 실험실 사고가 28.9%, 독성 가스 누출이 4.4% 순으로 나타났다.

전과 연구활동 종사자 보호를 위한 관련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연
구자들의 부주의나 안전수칙 미준수 등으로 실험실 안전사고는 여전히 매년
기타 실험실 사고
건

100여건씩 발생하고 있다.
2014년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연구실 안전 관련 기본 통계>에 따르면,

폭발
건

지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발생한 실험실 안전사고는 대학 실험실에서

안전사고의 91%가 대학 실험실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사고발생 원인은 93%
가 연구활동 책임자 및 종사자들의 안전수칙 미준수 및 사소한 부주의로 조
사됐다.
연구실 안전사고 발생 현황

14

발생건수

비율

화재

16

35.6%

폭발

14

31.1%

화재
건

독성 가스 누출
건

718건, 공공 연구기관에서 67건, 총 785건으로 집계됐다. 통계에서 보듯이

사고 유형

독성 가스 누출

2

4.4%

기타 실험실 사고

13

28.9%

계

45

100%

<그림> 사고 유형별 발생건수

폭발 유형은 이상 반응이 42.9%, 가스 누출이 35.7%, 과도한 압력이
14.3%, 충격이 7.1% 순으로 나타났다.

(단위 : 건)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대학

31

92

131

118

150

102

94

718

연구기관

15

6

9

11

7

6

13

67

합계

46

98

140

129

157

108

107

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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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실험실에서는 어떤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날까 ?

충격
건
과도한 압력
건

이상 반응
건

가스 누출
건

사고 유형

발생건수

비율

이상 반응

6

42.9%

대학 실험실도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는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대학 실험실에서는 어 떤 사고들이 주로 발생할까?

가스 누출

5

35.7%

과도한 압력

2

14.3%

충격

1

7.1%

계

14

100%

먼저 유리 기구, 칼날 등의 실험기구와 부딪히거나 접촉하는 사고가 48%
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이어 유해물질 접촉이 23%, 무리한 동작이 8%, 이
상온도 접촉이 6%, 전도(顚倒)가 5%, 기타 10%로 나타났다.

<그림> 폭발 유형

상해 유형은 크게 5가지로 나뉘는데, 위험한 실험기구에 찔리거나 베인 경

화재 유형은 전기적 원인이 37.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그 다음

우가 42%, 그 뒤를 이어 화상이 25%, 골절과 신경손상이 18%, 염좌와 타박

으로 기기 과열이 18.8%, 이상 반응이 18.8%, 자연 발화가 12.5%, 고온액체

상이 15% 등으로 나타났다. (2009년 8월,

누출이 12.5% 순으로 나타났다.

회에서 2007년 10월부터 2009년 5월까지 대학 연구실을 대상으로 조사·수집한 ‘실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시설재난공제

험실 안전사고 분석내용’ 참고)
고온액체 누출
건

자연 발화
건
이상 반응
건

전기적 원인
건

기기 과열
건

사고 유형

발생건수

비율

전기적 원인

6

37.4%

기기 과열

3

18.8%

이상 반응

3

18.8%

자연 발화

2

12.5%

고온액체 누출

2

12.5%

계

16

100%

유해광선 노출
낙하비례

폭발
협착 끼임
전도 넘어짐
이상온도 접촉

무리한 동작

<그림> 화재 유형

충돌 접촉

유해물질 접촉

안전사고의 상해 부위는 손 36%, 다리 18%, 팔 18%, 발 10%, 얼굴 5%, 전

<그림> 발생 형태별 안전사고

신 5%, 내과계 5%, 기타 3%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내과계

초중고 실험실도 안전지대 아니에요! -실험실 현황

전신
얼굴
손

* 조사기준일 : 2013. 04. 01

발
팔
다리

(단위 : 개)

실험실 관련 용도별 교실 현황
기술실
가사실
실습실

연도

학교급

2013

초등학교

8,972

190

2013

중학교

5,744

1,909

2013

고등학교

5,881

611

과학실

577

계

7

9,746

2,651

9

10,313

1,359

8,947

16,798

<그림> 상해 부위별 발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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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실 사고도 계절을 탄다?

날씨별·계절별 실험실 안전 관리는 이렇게!

계절과 안전
건강, 여행, 운동, 빨래, 교통, 택배, 보험, 안전, 행사, 마케팅, 비즈니스 등 우
리의 일상은 날씨와 계절에 깊은 영향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실험실 안전사

1.	폭염 시에는 유해화학물질 관리, 가스 점검에 더욱 주의한다.
2.	장마철이나 비가 많이 오는 날은 물과 반응하는 ‘금수성 물질’(제3

고도 계절과 상관관계가 있을까?

류 위험물) 관리에 유의한다.

3.	실험실에서는 한여름일지라도 반팔, 반바지, 슬리퍼를 착용하지

계절별 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은?

않는다.
4.	건조한 날씨에는 정전기와 스파크를 주의한다. 실험실에서는 작
은 정전기에도 폭발과 화재가 일어날 수 있다.

겨울철 : 폭설, 한파
1 	

5.	여름과 겨울에는 전기 사용을 무리하게 하지 않는다. 전기 과열로

봄철 : 풍랑, 강풍, 호우
2 	

인한 실험실 화재나 폭발 사고 소식은 낯선 일이 아니다 .

여름철 : 강풍, 폭염
3 	
가을철 : 강풍, 풍랑
4 	

‘대학 실험실’은 가을에 사고가 많이 난다?
2011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는 계절별 산업재해의 유형에 관한 흥미로
운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위에서 본 것처럼 산업재해도 계절이나 날씨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험실 안전도 날씨나 계절에 따라 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발생한 대학 내 실험실 사고를 조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특정한 계절에 더 자주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계절은 바로 가을이다.

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유형을 미리 예측해 그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해 두는 것
이 좋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3%

4%

8%

9%

9%

5%

9%

9%

17%

13%

10%

4%

출처 : 화학물질 사용 실험실의 사고사례 분석과 예방대책 연구(2013)

통계조사를 보면 9·10·11월(가을)의 사고율이 40%, 그 다음으로 3·4·5
월(봄)의 사고율이 26%, 6·7·8월(여름)의 사고율이 23%, 12·1·2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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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샘 연구와 실험실 안전의 관계
울)의 사고율이 11% 순으로 이어지고 있다. 월별 사고율은 9월, 계절별 사고

율은 가을에 확연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세계적인 과학자를 꿈꾸는 연구원 칠봉 씨는 며칠째 실험실에서 뜬눈으로 밤

이처럼 가을에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학생들이나

을 지샜다. 얼마 후 중요한 연구 발표가 있기 때문이다. 칠봉 씨는 평소에도

대학원생들은 가을 학기에 논문 준비 등으로 연구 활동시간이 증가한다. 따

열심히 안전수칙을 지키므로 밤샘 실험은 사고와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그렇

라서 이때 실험실 내 안전사고도 동반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이 가능하다.

다면 그의 주장은 옳은 것일까?

출처 : <한국대학신문>

물론 ‘아니오’다. 장시간 업무로 쌓이는 연구자의 신체적·생리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는 사고발생율을 높일 수 있다. 스트레스는 사람의 생존을
위한 생리적인 반응으로 적정한 수준의 스트레스는 환경에 적응하는 데 도움
을 준다. 그러나 휴식 없이 장시간 일을 하면 신체적으로나 생리적으로 피로
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사고발생율을 높이게 된다.
사람의 뇌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하수체와 부신피질에서 아드레날린, 코
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과다 분비하게 된다. 이 경우 심장박동이 빨
라지고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불면증, 불안, 만성피로 등이 찾아온다. 과도한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케미컬리!

가을엔 안전 점검에
더 주의하시죠!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이 넘쳐나서 사고를 유발
할 수 있는 것이다.

연구를 향한 열정도 좋지만
안전이 우선! 홀로 실험실에서 밤을
새는 것은 위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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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 사고는 실험실에만 영향을 미칠까?
실험실은 규모가 작아 사고가 나더라도 주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

3 	화학 실험실에 자주 등장하는
화학물질 대표 선수 BEST 5!

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도심 속에 있는 실험실의 경우 유해화학물질이 누
출되면 주변의 인명이나 재산, 그리고 자연 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1년 동안 국내에서 유통되는 화학물질은 약 4만 3천여 종, 그중에서도 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실험실 사고는 아니었지만 2012년 ‘구미 불화수

학 실험실에서 특히 자주 사용되는 화학물질이 있다. 자주 사용하는 만큼 꼭

소 사고’는 1년 후에도 사람은 물론 자연 생태계에까지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아야 할 실험실 화학물질 5가지는 무엇일까?

보고됐다.
아세톤 Acetone┃초자기구 세척에 사용하는 아세톤은 늘 가까이 두고 쓰기
때문에 독성에 무감각해지기 쉽다. 하지만 인화성이 강한 휘발성 액체로 증
기가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피부와 눈, 호흡기 계통에 자극을
유발시키거나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질산, 황산 등과 같은 산류, 산화성 물질, 클로로폼과 혼합해서는 안 된다. 피부 접촉
시 오염된 의복, 장신구 및 신발을 즉시 제거한다.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최소 15-20
분) 비누 또는 중성 세제로 세척한다. 눈 접촉 시 다량의 물이나 생리식염수로 아래위

심리와 안전

눈꺼풀을 깨끗하게 씻는다. 송기 마스크, 공기호흡기, 내화학성 실험복, 보호 장갑, 실

워비곤 호수 효과

험용 보안경을 착용한 후 다룬다.

“심리학자 톰 길로비치가 사용한 ‘워비곤 호수 효과(Lake Wobegon Effect)’라

는 표현이 있어요. 워비곤이라는 가상의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모든 것에

다이클로로메테인 Dichloromethane┃다이클로로메테인은 염화메틸렌,

서 평균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단정한다는 것이죠. 심리적 만족감을 얻기 위해

이염화메테인이라고도 부르는 무색의 비가연성·휘발성 액체이다. 다이클로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거나 실제보다 우월하다고 믿는 것인데, 이것을 심리학에서

로메테인은 산화제(과염소산염, 과산화물, 과망가니즈산염, 염소산염, 질산염, 염소,

는 심리적 오류로 설명해요.

브로민, 플루오린), 강산(염산, 황산, 질산), 화학적 활성 금속(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실험실 안전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 사람의 실수라는 사실, 잘 알고 계시죠? 혹시 이러
한 실수가 우리 자신의 능력을 지나치게 믿는 데서 오는 것은 아닌지 한 번 생각해 봐

아연), 알칼리 금속, 알루미늄, 리튬, 산화질소 등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보인다.

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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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기와 공기, 열로부터 떨어진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단단히 밀폐 보관한다. 다이클

성 강한 액체이다. 오랫동안 접촉하면 신경장애를 유발한다. 노말 헥세인의

로로메테인을 사용할 때는 PVC 소재의 실험복과 실험용 장갑을 착용하며, 실험용

냄새는 노출기준을 초과해도 잘 맡지 못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보안경을 쓴다. 피부 접촉 시 비누와 물로 깨끗이 세척하고, 오염된 의복, 장신구,

또한 인화성이 매우 강해서 스파크에 의해 쉽게 발화한다.

신발은 즉시 제거한다. 눈에 들어갔을 경우 즉시 세안장치를 이용해 15분 이상 세척
한다.

	개인 보호 장구에는 송기 마스크, 공기호흡기, 내화학성 실험복, 보호 장갑, 실험용 보

아세트산 에틸 Ethyl acetate┃에틸아세테이트라고도 부르는 아세트산 에
틸은 무색투명한 액체다. 화재 및 폭발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강산화제(브로

안경이 있다. 피부에 닿았을 때는 오염된 의복, 장신구 및 신발을 즉시 제거한다. 또한
피부에서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비누 또는 중성 세제로 세척한다. 눈에 들어갔을 때
는 다량의 물이나 생리식염수로 깨끗하게 씻어낸다.

민, 염소, 질산염), 강알칼리(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강산(황산, 염산, 질산), 가연

성 물질과 아세트산 에틸을 혼합해서는 안 된다.

	흡입했을 경우 기도를 유지하고 포켓 마스크(구강을 통한 인공호흡에 쓰이는 마스크)를
이용해 구조 호흡을 한다. 피부 접촉 시 20분 이상 다량의 흐르는 물과 중성세제로

실험실 사고 사례

‘앉은뱅이 병’의 원인은?

1960년대 초 일본의 비닐샌들 제조공장. 이 공장에서 일하던 1,662명의 노동자 중

세척한다. 눈에 들어갔을 때는 생리식염수 등 다량의 물로 세척한다.

93명이 말초신경염에 걸렸습니다. 원인은 샌들을 만드는데 쓰인 접착제였죠. 이 접
메틸 알코올 Methyl alcohol┃무색이며 알코올 냄새가 나는 메틸 알코올은

착제에는 노말 헥세인이 70% 이상 함유돼 있었어요. 공기 중 노말 헥세인의 농도는

화재와 폭발의 위험성이 크다. 할로겐 탄소화합물, 가연성물질, 금속, 산화제,

500~2,500 ppm으로 추정됐습니다. 하루 최고 14시간 동안이나 환기가 제대로 되지

할로겐, 금속카바이드, 염기, 산, 아민과 혼합해서는 안된다. 또한 10 ml 정도
의 적은 양으로도 시신경 장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눈에 들어가지 않도
록 특별히 주의한다.

않는 곳에서 이 접착제를 사용했으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죠. 노말 헥세인의 노출을
중단하고 나서 3년 후에야 절반 이상이 완전히 회복됐고, 그중의 10%는 5년 뒤에도 감
각 신경에 이상이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도 지난 2005년에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전자제품 부품을 제조하는

	흡입했을 경우 기도를 유지하고 포켓 마스크를 이용해 구조 호흡을 한다. 피부에 닿
았을 경우에는 20분 이상 다량의 흐르는 물이나 중성세제로 세척한다. 입을 통해 체
내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구강호흡을 하지 않는다.

공장에서 일하던 태국 여성노동자 4명이 집단적으로 노말 헥세인에 중독되어 뼈가 삭고
걷지 못하게 되는 일명 ‘앉은뱅이 병’에 걸렸습니다. 화학물질의 특성에 대해 미리 알았
더라면 예방할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까운 일입니다.

노말 헥세인 n-Hexane┃노말 헥세인은 무색이며 가솔린 냄새가 나는 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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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야기가 숨어 있는 유해화학물질

Sb, 원자번호는 51, 원자량은 121.75 g/mol, 녹는점은 630.5℃, 끓는점
은 1,380℃. 의약품, 안료, 도금, 페트병 제조 등에 사용된다.
이 물질을 단기간 섭취할 경우 구토, 설사, 호흡곤란, 신장과 간 이상이
생기고, 장기간 섭취할 경우 체중감소, 목소리 상실, 수면 장애, 혈액 장
애가 생긴다.
(출처 : 화학물질안전관리정보시스템 http://kischem.nier.go.kr)

베릴륨의 정체
SF 소설의 위대한 거장 ‘아이작 아시모프’의 단편소설 ‘미끼’ 는 먼 미래의 어
느 행성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 행성은 사람이 거주하기에 매우 이상적인
환경을 지닌 곳으로 모사되고 있다. 그런데 이곳에서 살아가던 주민들이 어

모차르트 죽음의 비밀

느 날 하나 둘 정체 모를 질병을 앓게 되고, 호흡곤란으로 고통스러워하다가

35세의 나이에 요절한 천재 음악가 모차르트는 죽음의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

몇 년 뒤에 사망에 이르게 된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지지 않아 무성한 추측을 남겼는데, 여러 가지 설 가운데 하나가 화학물질 중

질병의 원인은 ‘만성 독극물 중독’이었다. 비옥한 행성의 토양에 포함된 ‘베

독이다. 독살이 공공연히 자행되던 시대에는 각종 화학물질들이 독살의 주범

릴륨’의 농도가 높아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렀던 것이다. (출처 : 《세상을 바꾼 독

으로 지목되곤 했다. 그렇다면 모차르트를 죽음으로 이끌었을지도 모르는 화

약 한 방울》, 2010년)

학물질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휘안석에서 산출되는 ‘안티모니(Antimony)’다. 안티모니는 유

베릴륨[Beryllium]

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유독물로 분류되어 있다. (출처 : 《세상을 바꾼 독약 한 방
베릴륨은 냄새가 없는 단단한 경금속이다. 베릴륨이 포함된 분진이나

울》, 2010년)

증기를 흡입하면 호흡기능 장애나 폐기종과 같은 폐질환을 일으킬 수 있
다. 사고로 이 물질을 입으로 섭취할 경우 독성 증상이 초래될 수 있으며,

안티모니[Antimony]
주기율표 제15족에 속하는 푸른빛의 은백색 금속원소. 원소기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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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만성 폐질환과 함께 암을 유발할 수 있어 1급 발
암물질로 지정돼 있기도 하다.

5 잘못 버려진 실험 폐액의 나비효과
영화 ‘에린 브로코비치’ (2000년)

(출처 : 화학물질안전관리정보시스템 http://kischem.nier.go.kr)

감독 : 스티븐 소더버그
출연 : 줄리아 로버츠, 앨버트 피니, 아론 에크하트, 마그 헬겐버거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인구 650명의 작은 마을,
힝클리. 주민들은 원인을 알 수 없는 각종 질병에 시달
리기 시작한다. 난치성 피부병, 습관적 유산, 잦은 코피,
그리고 위암을 비롯한 각종 암까지. 대체 원인이 무엇
일까? 세 아이의 엄마인 ‘열혈 아줌마’가 그 원인을 찾
아 나서는데…
이미지 출처: http://www.imdb.com/title/tt0195685/?ref_=ttmd_md_nm

영화 ‘괴물’ (2006년)
감독 : 봉준호
출연 : 송강호, 박해일, 배두나, 변희봉

양서류처럼 생긴 외양에 대형버스 크기의 몸통, 5개의
꽃잎처럼 생긴 입모양, 두 개의 다리 중에 가운데에 붙
은 다리는 쓸모없는 듯하고, 뒤쪽에 붙은 다리는 생기
다 만 것처럼 짧고 뭉툭한 기형이다. 그리고 가늘고 긴
꼬리, 지느러미 끝부분에는 촉수가 달려 있는 변종 괴생
명체가 서울의 한강변을 휘저으며 사람들을 공격하는
데… 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변종 괴물이 생긴 걸까?
이미지 출처: http://kmdb.or.kr/vod/vod_basic.asp?nation=K&p_dataid=07273&keyword=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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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영화 속 비극의 원인은?
두 영화의 공통점은 함부로 방출된 독성물질이 어떻게 인간의 삶에 피해를
입히고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영화
속에서 문제가 된 독성물질은 아래와 같다.

에린 브로코비치 / 6가 크로뮴(Cr(VI))
원자가가 6가인 크로뮴으로, 자극성이 심하며 호흡기의 점막에 심한 장애를
주어 천식을 유발할 수 있고, 피부에 접촉할 경우 피부염이나 습진으로 기존
피부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
(출처 : 화학물질안전관리정보시스템 (http://kischem.nier.go.kr)

괴물 / 폼알데하이드(HCOH)
폼알데하이드는 흡입할 경우 호흡기의 과민성과 자극을 유발하며, 고농도에
서 치명적일 수 있다. 피부에 접촉하면 발적과 통증, 때로는 화상과 함께 자극
을 유발할 수 있다. 구강으로 섭취할 경우 무의식과 경련이 뒤따르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출처 : 화학물질안전관리정보시스템 (http://kischem.ni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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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툰

흄 박사의 ‘응답하라, 1994’
공부를 해야지,
공부를…
흄 선배님, 이 용액은
♬난 나쁜
어디에
버려야 하죠?
남자야~

1994년 3월, 안전대학교
케미컬리, 박사과정 입학!

흥,
난 인기 같은 거
관심 없어.

이놈의 인기^^

실험실
쓰레기 오빠라는?
와~ 정말 멋있다!
저 사람이야? 어쩜. 걸음걸이까지.

선배님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저는 선배님을…

내 인기의
비결이 궁금하지?
여자들은 의외로 도도하고
시크한 남자를 좋아한다구.
나 같은 남자 말이야.

오케이!
넘어 왔군.

연애편지겠지?
저기 선배님! 이거…

도도해야
한다고 했지?

흄 선배님~ 이 물질
MSDS가 어디에 있죠?

그걸 왜
나한테 묻지?

32

분별 용기
찾는구나?
자, 여기!

케미컬리,
MSDS 찾는구나?
여기 있어 여기!

실험실 안전 실전 가이드

세이퍼 선배님께
전해주세요. 제가
도저히 고백할 용기가
나지 않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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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이런 걸 다~
하하하

아- 님은 갔습니다,
그러나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흑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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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 사고 사례

폭발사고의 범인은?

2008년 7월 29일, ◦◦기관의 한 연구원이 ICP-MS (유도결합플라즈마-질량분석기)를
사용하여 의뢰받은 시료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펑-하는 소리와 함께
불길이 치솟아 올랐습니다. 폭발 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1명이 사망하고, 2
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소방서 추산 약 8억 7천만 원의 재산피해 또한 발생했습니다.
조사 결과, 사고는 실험 테이블 설치과정에서 발생한 스파크 때문으로 밝혀졌습니
다. 스파크가 실험실 가스 배관에서 누출된 수소 가스에 튄 것입니다.
그렇다면 폭발 사고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가스 밸브 연결부 틈새에서 가스가
새면서 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불의의 사고였습니다. 하지만 가스 밸브와 연결부 틈새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수했다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신의 안전까지 실험하지 마세요.”

1 실험실이 위험 요소를 만났을 때
실험실의 두 얼굴
실험실은 인류문명을 바꾸는 창조적인 아이디어의 요람이다. 인류에게 저녁
시간을 선물한 발명가 ‘토머스 에디슨’의 전구에서부터 통신 혁명을 가져온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의 전화기까지, 70억 지구인의 삶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온 수많은 발명들은 바로 ‘실험실’에서 나왔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실험실에는 다양한 위험요소가 내재되어 있다. 이 위
험요소들은 실험실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된다. 화학물질 누출
사고, 가스 누출 사고, 전기 기기 과열 사고 등이 대표적인 실험실 사고의 예
다.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실험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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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것이다.

함께 실천하는 실험실 안전

실험실의 위험요소

2013년 4월 어느 날, 대학교의 연구실에서 한 학생의 손가락 두 마디가 절단되

실험실의 위험요소는 일반 산업현장과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

는 사고가 일어났다. 두 학생이 만능강도시험기를 사용해 복합재료의 압축 시험을 하

첫째, 실험실은 산업현장에 비해 더 많은 종류의 유해물질을 사용하고 있다.
양은 적지만 수십 종에서 수천 종의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학교와 연구기관

던 중, 한 학생이 시험기의 압축 지그의 오물을 제거하기 위해 손을 넣었다가 다른 학
생이 이를 모르고 기기에 압력을 넣은 것이다. 소통의 부재가 낳은 불행한 사고였다.

의 실험실은 일반 산업현장보다 더 다양한 위험 요소에 노출되어 있다는 뜻이다.
둘째, 산업현장에서는 이미 안전이 검증된 기기와 안정화 단계를 거친 물질
을 사용하는데 반해 실험실에서는 새로운 장치와 공정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창조적인 활동이 이루어진다. 때문에 어떤 유해물질이 어떻게 혼합되어 나타
날지 알 수 없어 위험의 범위와 크기를 예측하기란 매우 어렵다.

협력이 필요해요~!
실험실 안전은 연구자 혼자만 지켜서 되는 일이 아니다. 다른 연구자들과 함께 실험하고 소통하
며 결과물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험실에서 연구자 개인과 동료의 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하는 것 또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중요한 실천 중 하나다. 실험 전후에는 연구실
안전사항을 교차 점검하고 실험 과정은 함께 공유하고 협력하자.

셋째, 학교나 연구기관의 실험실은 도심에 위치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만
약 실험실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날 경우 주변 생활공간에도 영향을 줄 수 있
다. 실례로 2013년 5월, 서울 대학교 실험실에서 시약을 담은 용기가 깨
지는 사고가 발생해 인근 학생과 교직원 2천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

기분도 중요하죠!
실험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분이 좋지 않거나 화가 나 있다면 평소보다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증가할 수 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감성 안전!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고 실험에 임
할 수 있도록 연구자들이 서로 돕는다면 안전한 실험실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어지기도 했다.

다른 사람의 안전도 생각해요~!

심리와 안전

실험실 속의 ‘맹점’ 찾기

“서울 대학교의 자연과학관 건물에서 5년째 일하는 환경미화원 B씨. 그는 냄새 때문에 속
이 메슥거리고 목이 아프다고 호소한다. 쓰레기 더미에 섞인 실험실 폐기물 용기가 그 원인이

“사람의 눈은 빛을 감지하지 못해 실제로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의

다.” 실험실에서 나온 깨진 유리나 주사바늘을 따로 분리수거하지 않고 일반 쓰레기통에 버릴

뇌는 본 것처럼 대상을 인식하죠. 이것을 맹점(blind spot)이라고 해요. 이처럼 사람은

경우 환경미화원들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실험실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철저히 분리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해서 무수한 실수와 시행착오와 오류를 저지르기 일쑤죠. 실험실

수거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자. 나의 안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안전까지 생각하

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사고 역시 이와 같은 맹점에서 출발하는 건 아닐까요? 우리가 미

는 상생 마인드가 필요하다.

처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면서도, 마치 보고 있고, 잘 안다고 믿는 것처럼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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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ISSION IS POSSIBLE! 실험실을 지켜라

당신의 소중한 생명을 위해, 이것만은 꼭 지키세요!

에디슨의 실험실에서도 사고가 있었다?
1895년 11월 독일의 ‘빌헬름 뢴트겐’은 X선을 발견했다. 이어서 ‘토머스 에디
슨’은 의료용 X선 촬영기를 발명했다. 전 세계의 의학 발전을 가져온 획기적
인 사건이었다. 그러나 거기에는 댓가가 따라야했다.
에디슨은 실험 과정에서 조수였던 ‘달리’의 몸에 X선 촬영 실험을 반복했다.

실험실 안전관리 10계명
1. 사고는 늘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실험에 임한다.
2.	실험 전에는 실험에 사용될 화학물질의 독성과 위험성 등의 특성을 미리
파악해둔다.

그러나 당시 X선의 위험성은 연구되지 않았고 특별한 안전관리 또한 없었다.
결국 조수였던 달리는 방사선으로 인해 암으로 사망했다. 그의 죽음은 인류
역사상 방사선 공식 피해 1호로 기록되었다.
실험실은 이처럼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누군가에겐 노벨상을 가져다주는
창조의 공간이지만, 누군가에겐 꿈과 생명을 앗아가는 파괴의 공간이 되기도
한다. 실험실 사고에 예고란 없다. 처방전 또한 없다. 오직 예방만이 그것을

3. 실험에 앞서 반드시 개인 보호 장구 착용 상태를 점검한다. 위험성을 가
진 실험은 그에 맞는 보호 장구를 착용한 후 실험에 임한다.

4. 소화기, 구급상자, 산소 호흡기 등의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한다. 또한 실
험실 사고 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를 열어둔다.

5. 위험하거나 독성이 있는 물질 또는 휘발성이 있는 화학 물질 등은 후드 내
에서 사용한다. 부득이하게 후드 밖으로 옮겨야 한다면 주변에 있는 동료

막을 수 있다.

들에게 상황을 알린다.

6. 선반이나 테이블 위의 시약을 다룰 때는 넘어지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한다.
실험실 안전,
스마트하게
알아보기

실험실 사고의 유일한 예방책, 안전관리

7. 안전을 위해 가스 및 수돗물 사용 후 반드시 밸브를 잠근다.

‘실험실 안전관리’란 연구실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사용자의 안전을

8. 전기 안전 수칙을 지켜 누전사고에 대비한다.

확보하기 위해 일상적으로 점검, 보수, 정비하는 활동을 말한다.

9. 실험실은 항상 정돈된 상태로 유지한다. 불필요한 기물이나 이전 실험의

안전관리의 목적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실험실에서 취급하고 있는
실험 준비

잔여물은 깨끗이 정리한다.

화학물질과 실험장비의 특성을 파악해 폭발, 화재, 중독, 감전과 같은 안전사

10.	기계 오작동이나 환기불량, 전기, 수도 등으로 야기될 수 있는 위험요인

고의 발생 가능성을 예방하는 것이다. 둘째, 실험실에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에 대해서는 실험실을 떠나기 전에 반드시 안전을 확인한다. 사고가 일어

경우, 신속하게 대처해 물적, 인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나면 그 즉시 보고한다.

연구실 안전
정보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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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성 물질을 캐비닛에 보관할 때는 정해진 기준을 따라야 한다. 실험대와

3 실험실도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선반의 유리병은 최대 40 ℓ, 승인된 안전용기는 최대 100 ℓ로 정한다. 승인

수많은 시약과 도구를 사용하는 실험실에서는 정리정돈이 필수다. 실험 도

된 안전 캐비닛은 최대 240 ℓ로 제한하여 보관한다. 캐비닛 외부에 보관하

구를 정리정돈하는 것은 실험실 안전의 기본이다. 불필요한 시약과 도구를

는 화학약품 수는 최소로 한다. 유리로 된 캐비닛은 배출용 뚜껑이 부착된 것

실험대에 올려놓으면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시약은 필요한 것만

을 사용한다.

실험실 안전,
스마트하게
알아보기

환기식 시약장

꺼내 사용하고, 남은 것들은 바로 처리한다. 실험실에도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개별저장용기
용기에는 밀폐 가능한 뚜껑, 배출구 덮개가 있어야 한다. 특히 연구자들이 실
험실에서 자주 사용하는 유리용기는 사고의 주요 원인이다. 유리용기는 배기

안전캐비닛
사용법

구 뚜껑 등이 부착되었는지 확인해야 만일의 폭발 위험을 최소로 줄일 수 있
다. 또한 용기는 서늘한 장소에 보관해 내부 압력이 상승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유리용기 사용 3無 원칙

“2012년 3월, 미국 콜로라도대학교 화학실험실에서 한 연구원이 유리용기를
떨어뜨려 아크릴일 염화물이 누출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크릴일 염화물
은 공기에 노출될 경우 염산으로 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다행히 주변에
실험실 안전,
스마트하게
알아보기

있던 연구원들은 화재경보기를 작동하고 밖으로 대피해 마무리됐지만, 순식

화학물질 저장 캐비닛
실험실 내에 유해물질을 보관할 경우는 강제 배기장치가 설치된 안전 캐비닛
에 저장해야 한다. 유해물질은 알파벳순·가나다순 등 이름 분류로 저장하지
않으며, 물성이나 특성별로 저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상호 반응할 수 있

화학물질보관

간에 큰 사고로 이어질 뻔 했던 실수였어요. 유리용기를 사용할 때는 늘 주의
해야 합니다. 유리용기를 사용할 때 지켜야 할 원칙 세 가지 , 꼭 기억하세요.”
1 無 : 깨지거나 금이 가지 않은 유리용기를 사용한다. 2 無 : 유리와 반응하
지 않는 물질이어야 한다. 3 無 : 맨손으로 만지지 않아야 한다.

는 유해물질은 함께 보관하지 않으며, 유리병에 저장된 것은 캐비닛 선반의
하단에 분리 보관한다. 가연성 물질용 캐비닛은 가연성 물질 및 인화성 액체
저장용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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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용 냉장고

‘흄 후드’ 사용만 잘 해도 실험실 안전은 자동 업그레이드!

유해화학물질을 일반 냉장고에 보관하면 안 되며, 유해화학물질을 저장할 수
있는 실험실 용도의 냉장고에 보관해야 한다. ‘유해화학물질 표지’를 붙여 가
능한 짧은 기간 동안 보관하며, 위험 방사능 물질의 경우에는 ‘방사능 물질’ 저

1 	
모든 화학물질 관련 실험은 반드시 후드 안에서 진행한다.

장 표지를 붙인다. 알루미늄 호일, 코르크마개, 유리마개 등으로 제작된 뚜껑

2 	
후드 안에서 화학물질을 실험할 때는 실험복, 보호 장갑, 보안경, 마스크

를 착용하여 화학물질의 반응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한다.

은 사용하지 않는다.

3 	
화학물질은 후드 내에서만 사용하고 지정보관소에 보관한다.
4 	
실험 장비는 후드 앞면에서 최소한 15cm 안쪽에 설치하고 실험을 진행

흄 후드

한다.

흄 후드는 실험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독 화합물의 증가를 예방하고 여러
가지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기능을 한다. 그뿐만 아니라 후드의 속도를 조절해
유독물질을 효과적으로 배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본 유독물질 배출에 적

5 	
후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후드 전면 도어를 최대한 닫아 두고, 후드를

사용할 경우 실험 조건에 따라 조절하여 사용한다.
6 	
오염물질을 닦는 와이퍼나 화장지 등이 후드 안에 유입되지 않도록 한

합한 속도는 20~30 m/분, 발암 물질이나 과염소산 배출은 45 m/분이 알맞다.

다. 이러한 물질이 후드 안으로 빨려 들어가면 공기 순환을 막아 후드가

또한 안전막(safety shield)이 설치된 후드를 사용하면 실험실에서 생길 수 있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7 	
후드를 시약 보관 장소로 사용하지 않는다. 시약병이 너무 많으면 공기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다.

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할 수 있다.

후드는 실험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사용상 주의사항 또한 많지만
효과적인 후드 사용으로도 실험실 안전사고의 많은 부분을 방지할 수 있다.

8 	
후드 안에 안전막을 설치하고 실험을 진행하면 예기치 못한 폭발이 있을

경우 보호받을 수 있다.
9 	
실험이 종료된 후에는 폐기물을 깨끗하게 치워 청결 상태를 유지한다.
10	
후드의 전면 도어는 얼굴보다 낮게 위치하도록 하고, 후드 안에 머리를

넣어서는 안 된다.
11	
정전이 되면 일반 기기들처럼 후드도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정전에 대비

해 실험 계획을 세워야 한다. 만일 후드 안에서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중
에 정전이 발생하면 즉시 실험을 중단하고 후드 문을 완전히 내린다. 그
리고 모두 안전통로를 따라 신속히 대피한다.
12	
후드 안에 방폭형 조명기를 설치하고 파손 여부를 수시로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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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므로 물이 묻은 가열 맨틀은 충분히 건조시킨 뒤에 사용

4 실험실에서 가장 HOT한 실험 기구들

한다. 장갑을 끼고 마스크를 쓰고 다룬다.

실험실에서는 핫플레이트, 분젠 버너 등과 같은 다양한 가열 기구들을 사
용한다. 안전한 실험을 위해서는 이러한 실험장비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주의
분별 깔때기┃휘발성이 큰 용매를 사용할 때는 증기가 빠져나갈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수 있도록 분별 깔때기의 뚜껑을 열고 압력을 낮추어 사용한다. 후
드 안에서 배출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가연성이 있는 실험장

핫플레이트┃핫플레이트의 코드선이 구부러져서 핫플레

비나 사람을 향해 배출하지 말아야 한다.

이트 열판에 닿으면 화재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

또한 분별 깔때기를 흔든 다음에는 반드시 콕을 열어서 압력을

가 필요하다. 핫플레이트는 항상 실험 테이블의 한가운데

낮추어 주고, 분별 깔때기를 수직으로 세워놓을 때에는 항상 뚜껑

에 놓아 코드선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게 한다. 핫플레이트

을 열어둔다.

는 사용하고 난 후에도 한동안 열이 남아있기 때문에 열이
완전히 식을 때까지 안전한 위치에 놓아둔다.

분젠 버너┃분젠 버너 사용 시 유입되는 가스의 공급량이

원심분리기┃처음 작동할 때는 원심분리기의 뚜껑을 반드

적은 상태에서 공기의 공급량이 늘어나게 되면 불꽃이 분젠

시 닫는다. 원심분리기가 흔들리면 즉시 작동을 멈추고 균

버너의 원통 안에서 연소할 수 있으므로 특별히 주의해야 한

형이 맞는지 확인한다. 정기적으로 로터와 버켓을 청소하

다. 버너를 점화할 때는 의류와 같은 화기성 물질을 주변에

고, 챔버 내부가 오염되었을 때는 로터를 분리한 후 세척한

두지않는다. 또한 머리카락이 불꽃에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다. 원심분리기는 강알칼리의 실험실용 세척액, 세슘, 은 등

한다.

에 의해 부식될 수 있다.
가열 맨틀┃가열 맨틀은 둥근 플라스크를 가열하거나, 각종
용기 등의 가열과 보온용으로 사용한다. 가열 맨틀은 온도가
천천히 올라가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서 전압을 조정한다.
자외선램프┃자외선은 눈이나 피부에 유해하므로 램프가

가열 맨틀에 물이 묻으면 내부의 미세한 열선이 끊어질 수도

작동할 때는 직접 쳐다보아서는 안된다. 자외선을 흡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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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경을 착용한 뒤에 램프를 사용하고, 피부가 자외선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실험실 안전 공식 = 가·감·승·제

저온탕과 저온트랩┃두꺼운 특수 장갑을 착용하고 취급한
다. 액체질소나 드라이아이스 등을 사용할 때는 각별히 신경

+ 안전을 더하세요.

을 써야 한다. 드라이아이스가 가득한 용기에 머리를 넣으면

- 위험 요소를 빼세요.

산소가 희박해 질식할 위험이 높다. 액체질소를 냉각제로 사

× 안전점검을 곱하세요.

용하는 진공펌프의 진공을 해제할 때는 반드시 액체 질소 저

÷ 연구자끼리 마음을 나누세요.

온트랩을 제거해야 한다.

가열 수조┃가열 수조는 온도에 따라 물, 오일, 모래 등을 사용한
다. 온도가 자동으로 조절되는 간접 전기가열기구는 스위치를 켜
고 끌 때 스파크가 생겨 화재의 위험성이 높아지지만, 가열 수조
를 사용하면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진공펌프┃진공펌프는 용매를 증발시키기 위한 실험에서 증발 수
율을 높이기 위해 사용한다. 또한 흡입 및 여과용으로 사용하기도 한
다. 진공펌프 안에 유리조각이나 유기용매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한
다 진공펌프의 기름을 정기적으로 교환하며, 묵은 기름을 완전히 제
거한 상태에서 교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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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험실 안전, 첫 단추를 잘 끼워라_ 개인 보호 장구

보안경
보안경은 유해화학물질이나 폭발사고와 같은 위험으로부터 연구자의 눈을

실험실 안전,
스마트하게
알아보기

2013년에 방영된 한 TV드라마에서 청춘 남녀가 실험실에서 데이트

보호해 준다. 보안경의 렌즈는 일반 안경보다 충격에 강하며, 안경테는 일반

를 하는 모습이 나온다. 그런데 실험복은 물론 개인 보호 장구도 착용하지 않고

안경에 비해 열에 잘 견디는 소재로 되어있다. 따라서 일반 안경을 보안경 대

있다. 또 다른 드라마에서는 한 여주인공이 큰 귀걸이를 하고 보안경을 쓰지 않

신 사용해서는 안 되며, 실험실 내에서는 콘택트렌즈의 착용도 피해야 한다.

실험실 안전,
스마트하게
알아보기

보안경 사용법

은 채 실험을 하는 모습이 등장한다. 이런 상황은 현실에서는 결코 있어서는 안
개인 보호
장구

되는 모습들이다. 개인 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연구자는 헬멧 없이 도로를
질주하는 오토바이 운전자와 같기 때문이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펴낸 <연구실 안전관리 매뉴얼>에서는 개인 보호 장
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개인 보호 장구는 재해의 방지를 위해 개개인이
착용하고 실험하는 것으로서 위험과 유해에 따라 일어나는 재해를 예방하고,
또한 영향이나 부상의 정도를 경감하기 위한 용구이다.”
실험실 안전의 첫 단추는 올바른 개인 보호 장구의 착용이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

실험실 사고 사례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안전하게 실험복이나
입으시죠 > . <

보안경만 착용했어도…

“2001년에 노벨화학상을 받은 미국의 ‘배리 샤플리스’ 교수. 그에겐 아픈 기억이 있어

요. 1970년 어느 날이었죠. 한 연구원의 NMR 튜브 실험을 관찰하던 중, 튜브가 눈 앞에서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한쪽 눈에 파편이 박히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보안경만 착용했
어도 충분히 피할 수 있던 사고였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실험복
실험복은 연구자를 보호해 주는 가장 기본적인 보호 장구이다. 실험복은 유해
화학물질이나 분진 등이 체내에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며, 실험실 내에서 묻은
화학물질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아준다. 실험복의 종류에는 일반 실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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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 안전,
스마트하게
알아보기

일회용 실험복, 상하 연결 실험복, 앞이 막힌 실험복, 타이벡 실험복, 토시용 실

가급적 재사용을 하지 않고, 합성고무 장갑은 자주 세척한다. 뜨거운 물체를

험복(손목에 고무줄을 넣은 모양)이 있다. 나일론 종류의 실험복에 비해 불이 잘

만질 때는 내열 장갑을, 화염이 강한 실험에는 방염 장갑을, 차가운 물질을 만

옮겨 붙지 않고 반응성도 적은 면 소재의 실험복이 좋다.

질 때는 초저온 장갑을 사용한다.

화기를 다루는 실험을 할 때는, 실험복과 함께 방염 토시와 방염 앞치마를
실험복 착용법

착용한다. 특히 강산이나 부식성이 강한 약품을 다룰 때는 플라스틱이나 고무
로 된 토시와 앞치마를 착용한다.

토시, 앞치마
착용법

안전화 착용법

보호 장갑
보호 장갑은 손의 노출부위를 덮을 수 있어야 하며, 장갑과 손목 사이에 틈
보호 장갑
사용법

보호 장갑, 용도에 따라 선택하세요!

이 생기지 않도록 길이가 충분히 길어야 한다. 닳거나 찢어진 장갑은 착용
하지 않는다. 일례로 미국에서는 수은성분이 들어 있는 시약이 장갑에 침투
해 들어가는 바람에 수은 중독으로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가 있었다.
실험 중 보호 장갑이 손상되어 화학물질이 피부에 닿았다면 응급처치 후 즉
시 병원에서 치료를 한다. 작업이 끝난 후에 보호 장갑을 벗을 때는 피부에 닿
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며, 물로 깨끗이 씻어낸다.

보호 장갑 사용법
보호 장갑은 용도에 따라 정확하고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1. 폴리에틸렌 장갑
① 투명과 반투명 두 종류가 있다.

보호 장갑은 종류별로 용도가 다르므로 용도에 맞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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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간단한 기구 조작이나 수용액 위주의 실험용에 적합하다.
	③	화학물질이 쉽게 투과하기 때문에 유기용매와 같은 화학실험용으로 적
합하지 않다.

2. 라텍스 장갑
① 혈액 전염 병원체나 생물학적 재해 물질 등을 막는데 효과적이다.
② 수용액 상에서 안전하며 손에 밀착되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③	유기용매들이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보호력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3. 합성고무 장갑
	①	나이트릴 재질의 장갑은 밀착감이 뛰어나 섬세한 작업에 알맞다.

‘마스크’ 는 이렇게 사용하세요.

②	뷰틸 재질의 장갑은 가스와 유해물질이 내뿜는 증기 등에 강하다.
③	네오프렌 재질의 장갑은 사용할 수 있는 온도의 범위가 넓어서 유압액, 가솔
린, 알코올류, 유기산 및 염기를 다루는 실험에 적합하다.

마스크의 종류와 사용법

4. 초저온 장갑
	① 액화 질소, 드라이아이스처럼 극저온 물질을 다룰 때 적합하다.

1. 일반 마스크

②	냉동 화상과 동상을 예방할 수 있다.

	실험실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일회용 마스크로 대부분 부직포 필터를
사용한다.

실험실 안전,
스마트하게
알아보기

2. 분진·방진 마스크

마스크

	분진·방진 마스크는 입자 크기 0.2~5.0 ㎛ 정도의 분진(중금속, 석면 분진
등)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착용한다.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카트리지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후 끈을 조여 최대
한 얼굴에 밀착 착용한다. 유해 가스를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방독 마스크

	마스크의 등급(특급, 1급, 2급)을 확인한 후 착용해야 한다. 특급은 독성이
강한 물질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사용하며, 1급은 고열에 의해 발생하는 융

를 착용한다. 방독 마스크를 착용하고 장시간 실험하면 호흡곤란 증세가 생
마스크 사용법

접(融接) 흄 및 기계적으로 분진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2급은 그밖의 장소

길 수도 있으므로 1시간 간격으로 외부에서 휴식을 취한 후에 돌아와 실험을
계속 진행한다.

에서 사용한다.

3. 방독 마스크
	방독 마스크는 유해화학물질이 호흡기를 통해 인체로 흡입되는 것을 막아
준다. 방독 마스크 착용 시 안면에 밀착되어 공기가 새지 않는 것으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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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정화통 내부의 흡착제는 견고하게 충전(充塡)되어 있어야 하고, 충격
시 외부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4. 공기공급식 호흡 마스크
공기공급식 호흡 마스크에는 송기 마스크와 공기호흡기가 있다.
	송기 마스크는 공기 호스를 이용해 공기를 통해 들여보내 산소결핍이 되
지 않도록 도와준다.
	공기호흡기는 화재 시 발생하는 각종 유독가스에 대비할 수 있는 장비다.
압축공기를 충전시킨 소형 고압공기 용기를 사용해 공기를 공급함으로써
산소결핍으로 생길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한다.

실험실 안전,
스마트하게
알아보기

귀마개
일반적으로 연구자들은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심할 경우 고막이 파열되어 청각손실, 난청, 이명 등의 상해를 입을 수
도 있다. 따라서 85 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환경에서는 귀를 보호하는

귀마개 사용법

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귀(외이도)의 차단은 두 개의 귀마개가 귀(외이도) 끝부분에 위치해야 방음
효과가 있다. 소음이 심하고 장시간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면 귀덮개(Ear muff)

연구실험실에선
실험복을 착용해야
패션의 완성~!

를 사용한다. 귀덮개는 소음 수치가 높은 곳에서 착용 효과가 있고 편안한 것
으로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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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험실 안전을 위해 _ 안전 장치

한다. 비상 샤워장치는 몸이나 옷에 불이 붙었을 경우에도 사용한다. 비상 샤
워장치의 설치 요령은 세안장치와 같으며, 세척 요령 역시 세안장치와 마찬가

실험실 사고가 일어났을 때 필요한 건 기적이 아니라 안전 장치다. 따라

실험실 안전,
스마트하게
알아보기

지로 15분 이상 충분히 세척한다.

서 실험실에는 사고 상황에서 피해를 최소화 해주는 다양한 안전 장치가 필요
하다. 안전 장치의 위치와 사용법을 평소에 익혀두면 만일의 사고에 즉각 대응

소방안전설비

할 수 있다. 안전 장치는 곧 생명인 것이다.

경보 발신장치는 모든 건물에 25m 간격을 두고 1개씩 설치한다. 소화기는

소화전 사용법

화재의 종류에 따라 사용해야 하므로, 화재 적응성(A급은 일반 화재용, B급은 유
실험실 안전,
스마트하게
알아보기

세안장치
사용법

세안장치

류 화재용, C급은 전기 화재용, D급은 금속 화재용)을 확인해 둔다.

세안장치는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실험실에

소화기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기능이 떨어진다. 따라서 6~12개월마

설치한다. 실험실의 모든 장소에서 10초 이

다 약제 상태, 손상 여부, 압력 저하, 설치 불량 등의 항목을 정기적으로 점검

내에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해야 하며, 성능을 보장할 수 있는 기간만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소방방재

가장 좋다. 또한 전기 분전반, 전선 인입구(옥

청에서는 내부 권고사항으로 소화기 유통기한을 8년으로 정하고 있다.

외에서 전기를 통하는 회로가 주택의 외벽을 관통

화재대피요령

소방담요
사용법

하는 부분) 가까이에 설치하면 안 된다.

눈의 부상은 대부분 피부 부상을 동반하므로 세안장치는 비상 샤워장치
비상 샤워장치
사용법

와 같이 설치해 눈과 몸을 동시에 씻는다. 세안장치를 사용할 때는 코의 바

완강기 사용법

깥쪽에서 귀 쪽으로 세척해야 배출된 화학물질이 눈 속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는다.
눈을 반복적으로 떴다 감았다 하며 안구 주변 조직으로 침투한 물질을 15분
이상 충분히 씻어낸다.

비상 샤워장치
비상 샤워장치는 물리적·화학적 화상, 화학
적·생물학적 중독, 그리고 오염 물질이 피
부로 침투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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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잠깐!

소화기 사용법, 평소에 익혀둡시다!

MEMO

내 실험실의 소화기 위치는?
에 있습니다.

일반 소화기 사용방법
소화기를 불이 난 곳으로 가져간다.

내 실험실의 세안장치, 비상 샤워장치의 위치는?

손잡이 부분의 봉인 줄을 제거하고 안전핀을 뽑는다.

에 있습니다.

바람을 등지고 서서 호스를 불쪽으로 향한다.
손잡이를 힘껏 움켜쥐고 소화액을 골고루 뿌린다.
실험실 안전,
스마트하게
알아보기

나의 안전 불감증 지수는?

나의 실험실 안전 불감증 지수 알아보기!

소화기 사용법
하나, 불이 난 장소로 소화기를 가져간다.

둘, 소화기 안전핀을 뽑는다.

내용

소방용모래
사용법

셋, 바람을 뒤로 하고 소화기 호스를 불이 난 곳으로
향하게 잡는다.

넷, 손잡이를 꽉 잡고 불을 향해 소화액을 뿌린다.

확인

1. 실험실에서 음식물을 먹은 적이 있다.

Yes No

2. 경미한 실험실 사고를 비밀로 덮어둔 적이 있다.

Yes No

3. 시약을 입에 대거나 냄새를 맡은 적이 있다.

Yes No

4. 입으로 피펫을 빤 적이 있다.

Yes No

5. 음식물을 시약 저장 냉장고에 보관한 적이 있다.

Yes No

6. 실험 도중 전화를 받으러 잠시 나간 적이 있다.

Yes No

7. 실험복을 입지 않고 실험실에 잠시라도 들른 적이 있다.

Yes No

8. 실험실에서 나갈 때 손을 씻지 않는다.

Yes No

9.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병을 바구니를 이용하지 않고 손으로 들고 옮긴 적이 있다. Yes No
10. 실험실 사고가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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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에 대해 숙지한다. 둘째, 물질의 특성에 따른 개인 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
8개 ~ 10개

용한다. 셋째, 위험물질 관련 실험은 흄 후드 안에서 진행한다.

심각한 안전 불감증입니다. 앞으로는 실험실 안전 주의사항을 꼼꼼히 읽고
실험에 임하세요!

사례2. 긴 생머리가 빚어낸 참극

4개 ~ 7개

2011년 4월, 미국 예일대학교 화학과 연구소의 공작실을 지나가던 한 학생

안전 불감증이 우려됩니다. “나는 실험실 수칙을 잘 지키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보세요. 나의 안전은 누구도 대신 책임지지 않습니다.

은 우연히 공작실 안에 여학생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여학생은 이미 사망한 뒤였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1 ~ 3개
안전수칙을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2% 부족합니다. 사고는 부족한 2%에서 일

사망한 여학생이 마지막으로 사용했던 실험 장비는 고속 회전 방식으로 나
무를 갈거나 파는데 사용하는 선반이었다. 그런데 작업 도중 여학생의 긴 머

어납니다. 완벽하게 숙지해 주세요.

리카락이 고속으로 회전하는 기계에 휘감겨 선반 쪽으로 끌려 들어갔고, 결

0개
짝짝짝~! 당신을 실험실 안전맨으로 임명합니다. 당신의 안전 바이러스를

국 목이 눌려 질식사로 사망한 것이다.
이런 끔찍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실

동료 연구자들에게도 널리 퍼트려 주세요.

험실 내에서는 긴 머리카락을 묶어 흘러내리지 않게 한다. 그리고 손목시계,
목걸이, 반지 및 넥타이는 절대 착용하지 않는다. 하절기에도 실험실 내에서

7 타산지석, 실험실 사고 사례를 통해 안전을 보다

는 긴바지를 입는다. 그리고 적절한 개인 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한다.

사례1. 실험실의 안전 파수꾼, ‘흄 후드’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맙시다.

2008년 8월, 미국 샌디에이고대학교의 화학 실험실에서 한 학생이 후드 안
에서 실험을 하던 중 폭발이 일어났다. 사고를 당한 학생이 수산화칼슘의 특
성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지 않고 실험을 하다가 수산화칼슘이 실험실 환경에
의해 부가적인 반응을 일으켜 폭발한 것이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학생은
경미한 화상을 입었다. 그 비밀은 ‘흄 후드’에 있었다. 큰 화재로 번질뻔 했던
것을 흄 후드가 막아준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다음과 같다. 첫째, MSDS를 통해 물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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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당신의 실험실,
혹시 이런 모습은 아닙니까?

8 해외 실험실 안전 관리 사례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 (MIT,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현황

MIT의 연구실은 배출되는 유해물질 등의 관리를 통해 안전사고를 막고, 유해

물질안전보건자료 미비치

개선방안	연구실 안전책임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사항을 작성·비치하고
연구활동종사자에게 교육 후 연구에 임하도록 조치

가스와 폐기물도 동시에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MIT의 환경보건안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 41조 제1항(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

전관리부서(EHS : Environment Health & Safety Office) 관리체계는 모든 교직
원과 학생들이 환경보건안전의 책임을 인지하고 종합적인 안전지침을 이행

현황

연구실 내 인화물질 다량 보관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를 위한 관리체계의 목표는 첫째, 환경보건안전관리

개선방안	연구실 내 인화성 물질의 보관은 당일 실험에 필요한 최소량만 보관하고
다량의 인화성 물질 보관은 별도의 위험물 저장소를 설치하여 보관

자가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연구와 교육을 지원. 둘째, 환경보존을 위한

관련근거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 지침 KOSHA CODE G-7-2006

현황

대학본부의 지원, 셋째, EHS의 관리 이행을 위한 대학본부의 지원이다.

시약병 전도방지 미조치

호주, 퀸즐랜드대학교 (UQ, University of Queensland)

개선방안	시약을 보관하는 선반 등에는 미끄럼 방지턱 등 전도방지 조치를 실시하
여 시약병의 전도에 따른 사고 방지

호주 퀸즐랜드대학교의 고튼(Gotton)캠퍼스 내 화학연구실에는 긴급 샤워시

관련근거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 지침 KOSHA CODE G-7-2006

설 및 화재 차단 시설이 갖춰져 있다. 실험대와 실험대 간 거리도 넓어 1인 1
현황

실험이 가능하고,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가 생기더라도 피해 인원을 최소화

안전관리규정 미게시

개선방안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을 각 연구실에 게시하고 관련 내용을 교육하여 안
전수칙을 준수하면서 연구에 임할 수 있도록 교육 필요

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보건업무는 산업안전보건부서(Occupational Health &

관련근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6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 등)

Safety Unit)에서 전담하고 있다. 직원들의 상당수가 생물안전전문가, 전기안

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자문관, 산업위생전문가, 방사성전문가, 건설안전전
현황

비상세척설비 미설치

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선방안	유해물질이 피부나 눈에 직접 접촉될 우려가 있으므로 비상 시 즉시 물
로 씻어낼 수 있도록 세척시설 설치

일본, 도쿄대학교 (University of Tokyo)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65조(긴급 세척시설 등)

현황

도쿄대학교의 연구실에서는 노동자 안전수칙에 해당하는 안전교육을 별도로

소화전함 막힘

시행하고 있다. 모든 연구실에는 안전교육 기술지원을 하고 박사급 전문가로

개선방안	화재 시 즉시 사용해야 하는 옥내 소화전 앞에는 적재물을 방치하지 않
도록 하여 상시 개폐 및 사용 가능하게 유지관리

구성된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있다. ‘노동안전위생법 규정’에 따라 총괄안전

관련근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방화시설의 설치

위생관리자, 산업위생관리자를 선임하고 있다. 이들 관리자를 중심으로 안전

및 유지·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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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환경안전부
서에 소속되어 있다. 캠퍼스에 이와 같은 직원들을 배치하기 위해 연구과와
연구소의 각 부·국에 안전위생관리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
출처 : 대학실험실 안전모델 개발연구(이영순, 2007) , 한국경제신문(2013. 6. 21)

Tip

실험실 안전 관리 완전정복! 체크리스트

실험실의 안전과 생명, 매일매일 확인합시다!
매일매일 Check List

내용

68

확인

1. 실험실 폐기물은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고 있나?

Yes

No

2. 실험실 후드의 작동 상태는 양호한가?

Yes

No

3. 실험실 내 소화기는 준비되어 있나?

Yes

No

4. 실험실 내에서 개인 보호 장구는 착용하고 있나?

Yes

No

5. 실험실 내 환기시설은 정상 작동하고 있나?

Yes

No

6. 유해물질은 표지를 붙여 관리하고 있나?

Yes

No

7. 상호 반응할 수 있는 유해물질은 분리 보관하고 있나?

Yes

No

8. 실험용 시약은 안전캐비닛에 따로 보관하고 있나?

Yes

No

9. 실험실 후드 내에 시약을 보관하고 있나?

Yes

No

10. 실험실 내에 음식물을 방치하거나 흡연을 하고 있나?

Yes

No

11. 인화성 물질과 전기시설 사이에 거리가 떨어져 있나?

Yes

No

12. 비상 샤워장치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나?

Yes

No

13. 세안장치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나?

Yes

No

14. 실험실 출입문 안전통로를 확보했나?

Yes

No

15. 실험실의 문단속은 철저한가?

Yes

No

실험실 안전 실전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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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 눈에 황산이 튄 흄 박사의 응급처치 요령은?
① 응급실로 달려간다.
② 수건으로 닦아낸다.
③ 알코올 솜으로 소독한다.
④ 세안장치로 달려가 15분 이상 충분히 씻는다.
정답. ④

2014년 1월 CSI 실험실, 오늘은 황산을 이용한 실험이 있는 날이다.
① 흄 박사는 깨끗하게 세탁한 실험복을 착용하고 실험실로 들어왔다.
② 흄 박사는 실험 전, MSDS로 황산의 정보를 확인했다.
③ 황산 시약병은 흄 후드에 보관되어 있었다.
④	그는 황산 시약병을 맨손으로 꺼냈다. 그 순간 병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
다. 흄 박사는 비명을 내질렀다. 병이 깨지면서 황산이 흄 박사의 오른쪽 눈에 튄 것
이다.

문제1. 위의 문장에서 흄 박사의 잘못된 행동을 찾아서 교정하세요.
정답

① 흄 박사는 깨끗하게 세탁한 실험복을 착용한 상태에서 실험실로 들어왔다.
	→ 실험실에 들어설 때는 사용 시약의 MSDS를 확인하고, 그에 걸맞은 실험복과 개인 보호장
구를 착용해야 한다. (보안경, 방독 마스크, 내산 장갑)
③ 황산 시약병은 흄 후드에 보관되어 있었다.
→ 사용한 황산 시약병은 흄 후드에 보관하지 않고 지정된 장소에 보관한다.
④ 황산 시약병을 맨손으로 꺼내 다른 병으로 옮겼다.
→ 황산을 다룰 때는 내산 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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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툰

안전지식배틀 탁구대회
화학실험실 사고현장조사반 안전지식인 선발대회”

오호! 만만치 않은데?
그렇다면 나의 반격을
받아랏!

(상품: 명품 보안경, 패션 보호 장갑, 세이퍼 반장과의 저녁식사)

지금부터 우리
사고현장조사반의
안전지식인을
선발하겠습니다.
선수 앞으로~!!
세이퍼 반장님과의
저녁식사 티켓은
내거야!

화학물질을 다룰
때는 적합한 보호
장갑을 선택해서
착용해야 해요!

실험실에
들어갈 때는
실험복을
입어야 해!

72

어라?
공이 어디 있지?

Game
Start!

자, 공격을
받아라!

하하하하…

케미컬리 승!
오늘 저녁은
나와 함께!!!

상호 반응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은 함께
보관하면 안된다구!

실험실 안전 실전 가이드

백 가지 안전지식보다
중요한 건 실천! 등잔
밑에 있는 안전불감증을
조심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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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좋아해야
되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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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쓰면 득

, 잘 못 쓰면 독(毒)

(得)
3 ‘유해화학물질’

화학물질
‘화학물질’이란 원소·화합물 및 그것들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은 물

인간의 문명이 진보할수록 화학물질의 쓰임은 더욱 늘어나고 종류도 다양
해지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화학물질은 우리 삶에 이로움과 편리함을 선사하
지만, 때로는 예상치 못한 파괴적인 결과를 안겨주기도 한다. 양면성을 지닌

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추출하거나 정제한 것을 말한다. 화학
물질은 기본적으로 고체, 액체, 기체 그리고 또 하나의 상태인 플라스마 형태
로 존재한다.

화학물질, 그 그림자가 바로 유해화학물질이다.

유해화학물질
‘유해화학물질’이란 화학물질 중에서도 유독물, 관찰물질, 취급제한물질, 취급

1 9시 뉴스의 단골 주인공, ‘유해화학물질 ’

금지 물질, 사고대비물질, 그리고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한 우려가

「학교 운동장에서 기준치의 수십 배에 달하는 유해화학물질이…….」

있는 화학물질을 가리킨다. 2013년 12월 환경부 발표 기준으로, 유해화학물

「미세 먼지에 각종 유해화학물질이 섞여 있어…….」

질의 종류는 유독물 680종, 관찰물질 88종, 취급제한물질 92종, 취급금지물

「가습기 살균제 외에도 아기 물티슈에도 유해화학물질이…….」

질 104종, 사고대비물질 69종에 이른다.

-보도자료 중에서-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뉴스를 자주 접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유해화학물
질이 우리의 일상에 깊숙이 침투해 있다는 증거다. 사람들은 유해화학물질과
관련 좋지 않은 소식이 나올 때마다 불안감에 휩싸여 정부의 대책마련을 호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
유해성과 위해성은 서로 비슷한 의미처럼 보이지만 엄밀한 차이가
있다. 유해성은 화학물질의 독성 등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좋
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 고유의 성질을 말한다. 위해

소하곤 한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발견되는 것보다 유해화학물질의 종류가 훨씬 많고 노
출 강도도 센 실험실은 사정이 어떠할까? 의외로 연구자들은 유해화학물질을
‘자주 접하는’ 환경적 특성 때문에 그 유해성을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경

성은 유해한 화학물질이 노출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출처 : 환경부 화
학물질과)

우가 많다. 인체나 환경에 치명적일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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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와 안전

•유해화학물질의 건강 유해성(GHS✽ 기준을 중심으로)

“같기도?!”

“세상에 나쁜 분자는 없고, 다만 부주의함이 있을 뿐.” 노벨화학상 수상자인 ‘로알드

호프만’의 명저 ‘같기도 하고 아니 같기도 하고’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우리가 수많은 안전
급성 독성 물질

사고 사례를 볼 때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화학물질을 공포와 불안의 대상으로

흡입하거나 피부에 노출되었을 때
유해한 영향을 끼침

만 여긴다는 점이죠. 그러나 분자는 분자일 뿐! 인간의 부주의, 착각, 오류가 사고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화학물질에 ‘유해’라는 표현이 붙었다고 해서 ‘모든 화학물질’을

발암성 물질
암을 유발하거나
발생을 증가시킴

동일하게 보는 것은 편향된 생각일지도 모른답니다.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물질
피부에 식별 가능한 괴사나
회복 가능한 손상을
일으킴

2 유해화학물질의 종류와 건강 유해성

생식독성 물질
성적기능, 생식능력에 유해한 영향,
자손에게 발육 독성 일으킴

심한 눈 손상 또는 눈 자극성 물질

유해화학물질의 종류

눈 조직 손상, 시력 저하 등이 나타나
완전히 회복되거나 회복되지 않는 물질

특정 표적장기 독성 물질(1회 노출)

환경부에서는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유

표적장기에 대한 특이적 비치사성의
유해한 영향을 일으킴

해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제정했다. 이 법에 따르면 유해화학
호흡기 또는 피부 과민성 물질

물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기도 과민 반응, 피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킴

표적장기에 대한 특이적 비치사성의
유해한 영향을 일으킴

구분

종수

유독물

680

급성독성 등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

벤젠, 유독물

관찰물질

88

유해성이 있을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비스페놀A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취급제한물질

92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어 취급을 제한하는 물질

트라이뷰틸주석

생식세포에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음

취급금지물질

104

사고대비물질

69

정의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어 모든 용도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물질

대표물질

포스겐,

성이 높거나 사고발생시 피해규모가 클 우려가 있는 물질

불화수소

흡인 유해성 물질
입, 코, 구토, 기관 및 더 깊은
호흡기계로 유입됨

오산화비소

급성독성(急性毒性)·폭발성 등이 강하여 사고발생 가능

특정 표적장기 독성 물질(반복 노출)

GHS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 화학물질 분류 표지 세계조화시스템)

78

실험실 안전 실전 가이드

Chapter 3

잘 쓰면 득(得), 잘 못 쓰면 독(毒) ‘유해화학물질’

79

3 조용한 살인자, 중독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

잘 쓰면 득, 잘 못 쓰면 독이 되는 화학물질 이야기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는 화학물질은 기존화학물질과 신규화학물질을 포

- 생활 속 멀티 플레이어, 과산화수소
‘유해화학물질’이란 꼬리표를 달았지만 우리에게 친숙하고 널리 쓰
이는 물질들이 있다. 그중 하나가 과산화수소다. 소독약으로 쓰는 과
산화수소는 수소와 산소의 화합물로 무색이며 자극성 냄새를 지닌
액체다. 과산화수소는 물, 에탄올, 에터에 잘 녹고, 촉매반응으로 알
칼리 금속, 중금속, 이산화망가니즈와 같은 무기물에 의해 산소와 물
로 쉽게 분해되므로 실험실에서 반응 속도를 관찰하는데 많이 사용
한다. 과산화수소는 충격, 마찰, 열에 노출되면 폭발할 수도 있으며,
가연성 물질을 점화할 수도 있다.
고농도 과산화수소는 독성이 있으며 강한 자극성을 가지고 있으므
로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특히 흡입할 경우에는 치명적이
다. 그러나 시판용 과산화수소는 30~35%의 수용액으로 농도가 낮
기 때문에 폭발 가능성은 극히 적다. 피부 상피에 경미한 상처가 발
생했을 때 사용하는 소독약이므로 깊고 넓은 상처에는 사용하지 않

함해 약 4만 3천여 종이다. 환경부에서는 새로 수입 또는 제조되는 화학물질
에 대해 사전에 유해성 심사를 받도록 법으로 정하고, 심사를 통해 유독물, 관
찰물질, 일반화학물질로 지정·분류하고 있다. 유독물 안에는 중독을 일으키
는 독성물질이 포함되어 있는데,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유해한 성질이 있기
때문이다.
유해화학물질의 중독은 신체에 들어와 체내에 작용해 기능장애를 일으키
는 경우를 의미한다. 중독은 만성과 급성으로 나눌 수 있다. 만성중독은 적
은 양에 오랜 기간 동안 노출되어 발생되는 것을 말한다. 급성중독은 사고와
같이 갑자기 고농도로 노출되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가정과 사업
장에서 부주의한 실수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출처 : 케미스토리 www.
chemistory.go.kr)

수은 중독
수은은 금속 수은, 무기 수은, 유기 수은의 세 종류로 나뉘며, 중추신경장애를

는 것이 좋다.

유발하거나 신장, 간 등에 심각한 질병을 일으킨다. 금속 수은은 체온계나 혈
압계에, 무기 수은은 치과용 아말감에 많이 쓰이며, 과거 일본의 ‘미나마타병’
을 유발한 것으로 알려진 유기 수은은 약품, 농약 등 각종 화합물의 원료로 사
용되고 있다.

납 중독
납은 무기 납과 유기 납(용해성 납)으로 나뉘며, 흡수력이 좋고 중독을 일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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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쉬운 독성물질이다. 납 중독은 무기 납과 유기 납을 흡입하거나 삼킴으로

4 유해화학물질이 ‘암’을 부른다

써 체내에 납이 과다 축적되어 발생한다.

발암물질은 눈·코·입·피부 등을 통해 우리 몸에 들어온다. 혈액은 이렇
카드뮴 중독

게 우리 몸에 들어온 발암물질을 각 세포로 운반한다. 유입된 발암물질은 세

카드뮴 중독은 금속과 화합물이 인체에 접촉하고 흡수되면서 일어나는 증상

포와 근골격·면역·신경·순환·외분비계와 소화기계 등 각 기관에 영향을

이다. 제련, 형광등 제조, 전기도금, 재생, 합금, 페인트 제조공정에서 주로 사

미친다. 발암물질이 세포 내부로 들어오면 DNA를 손상시키고, DNA가 손상

용한다. 1950년대 일본에서 발생한 ‘이타이이타이병’이 유명하다.

되면 세포가 변이를 일으킨 뒤 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
실험실에서는 발암물질로 알려진 여러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 물질들은 연구자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페놀 중독
페놀(석탄산)은 단백질과 세포 원형질을 사멸시키고, 피부 등의 점막으로 흡
수되어 중추 신경계에 영향을 끼친다. 피부에 닿으면 체내로 빠르게 흡수되

1급 발암물질 - 석면, 벤조피렌, 다이옥신

어 전신 중독으로 발전한다. 피부 점막을 부식시키는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석면┃섬유상 형태를 갖는 여러 종류의 규산염 광물류를 말한다. 석면이 인

다량의 페놀을 복용하면 소화기계 점막의 염증과 복통, 구토, 혈압강하, 과호

체에 들어오면 섬유성과 물성 때문에 배출되거나 용해되지 않고 평생 체내에

흡, 마비 등의 급성 중독증상이 나타난다. 또한 혈액순환장애로 피부와 점막

남게 된다. 석면 노출로 질병이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15~40년의

에 푸르스름한 색소 침착이 일어나는 청색증(Zyanose)이 나타난다.

긴 잠복기를 거치면서 체내의 조직과 염색체를 손상시키고 암을 유발한다.
석면으로 인한 질병에는 폐암, 석면폐증, 후두암, 신장암, 췌장암 등이 있다.

아세톤 중독
아세톤은 무색투명하며 인화성, 휘발성이 강한 유기용매로서 손톱 매니큐어
등을 지울 때 많이 쓰이는 액체이다. 농도가 높은 아세톤 증기는 체내에 흡수
되어 급성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 공기 중 아세톤 농도가 200~300 ppm일
경우 독특한 냄새가 나며, 500 ppm일 경우 눈, 코, 목구멍에 자극이 느껴진
다. 1,000 ppm을 넘으면 두통, 구역질이 생긴다. 아세톤이 피부에 직접 닿으

생한다. 콜타르, 디젤 자동차의 배기가스, 담배연기, 조리 가공하지 않은 농산
물, 어패류, 불에 탄 음식에 존재한다. 물에 잘 용해되지 않아 토양, 퇴적물, 대
기 중의 입자들과 결합해 심각한 오염물질을 생성하기도 하며, 인체 잔류기
간이 길고 독성이 강한 내분비계 장애물질이기도 하다. 국제암연구소(IARC)
에서는 벤조피렌을 1급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면 통증이 오며 각종 염증을 일으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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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옥신 Dioxin┃무색의 결정성 고체로, 물에 잘 녹지 않아 인체에 유입되면

어느 미술 실습실에서 생긴 일?

소변으로 배출되지 않고 잔류한다. 반면, 지방에 녹아들어 지방조직에 잘 축
적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다이옥신은 화합물 제조, 폐기물 소각, 펄프종이
제조, 담배연기와 같은 인위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하고, 산불처럼 자연적인

미술 실습실도
실험실로 볼 수
있나요?

원인으로도 발생한다. 폐암, 심장질환, 기형아 유발 등의 원인이 된다.

심리와 안전

미술 실습실은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지
않지만 이에 준하는
안전 관리를 권장합니다.

“방관자 효과”

주변에 사람이 많을수록, 그리고 어떤 문제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알수록 사람들은 스
스로 실제행동에 나서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러한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책임감 분산 효과’ 또는 ‘방관자 효과(Bystander Effect)’로 설명합니다. 책임감이

분산되기 때문에 ‘내가 먼저 하지 않는다’는 의미죠.
실험실에서는 여러 사람이 함께 일을 합니다. 혹시 상대방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나
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안전사고에 대한 방관자, 구경꾼이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2013년, 서울의 대학교 미술대 복도에는 니스, 시너 등 화학물질 냄새가
진동했다. 석유·나프타 등 인화물질이 담긴 통들도 뚜껑이 열린 채 곳곳에

아세트알데하이드 Acetaldehyde┃아세트알데하이드는 무색의 액체 또는 기체
로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물질이다. 저농도에서는 과일향이 나지만 고농도에

않은 채 석고가루를 마시며 작업하고 있었다. 조소과 학생들은 주변에 각종
인화물질이 널려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복도와 실기실을 오가며 용접을

서는 자극적이고 강한 냄새를 풍긴다. 강한 가연성 물질로 물, 알코올, 에터,

했다. 이 대학 공예과 임모(24·여·3학년) 씨는 “발암물질인 파라핀을 끓여

벤젠, 가솔린, 나프타 용액, 톨루엔, 자일렌, 아세톤 등에 용해된다.

염색을 하다 보면 실기실이 뿌연 파라핀 증기로 가득 찬다”고 털어놨다. (중

증기를 흡입하면 눈과 코, 점막 등에 자극 증상을 일으키고, 폐에도 손상을
일으켜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가져온다. 아세트알데하이드가 피부에 접
촉되거나 흡수되면 자극과 알레르기를 유발하고, 심할 경우에는 타는 듯한
느낌과 가려움증, 그리고피부 궤양을 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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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중략) 도예과 실기실에서는 학생들이 마스크도 쓰지

략) 미대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유기용제는 호흡만으로도 체내에 흡수돼 두

통, 구토, 치매, 암, 시력저하 등을 유발한다.
2009년 홍익대 조명계 교수(문화예술경영)가 전국 19개 미술대를 대상으
로 조사한 결과 실기실 내 공기 흡입을 위해 후드 시스템을 갖춘 곳은 2개 대
학에 그쳤다. 게다가 추위와 벌레 등을 이유로 창문을 열지 않고 작업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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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산화나트륨(가성소다, Sodium hydroxide)
우가 많아 학생들은 공기 중 유해물질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출처 : 세계일보(2013. 10. 28.)

수산화나트륨

NaOH

5 사고유발자들_연구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7가지 사고다발물질

분자식 : NaOH
냄새 : 무향, 무취
색상 : 백색

위험성┃수산화나트륨은 열분해 시 독성 가스를 방출하며, 물이나 산과 섞여 용해되
면 다량의 열을 발생한다. 금속과 접촉하면 인화성 가스가 발생한다.

실험실 사고 사례

개인 보호 장구┃보안경, 실험복, 보호 장갑, 직결식·격리식 방독 마스크, 자급식 공

헥세인(hexane)의 성질만 알았어도…

기호흡장치, 송기 마스크

“2010년 6월, 미국 남부 일리노이대학교 카본데일캠퍼스 실험실. 평화롭던 실험실에

갑자기 화재가 발생했어요. 한 학생이 헥세인(hexane)으로 진공펌프를 세척하던 중

기타 주의사항┃누출물과 나무, 종이, 기름 등의 가연성 물질이 접촉하지 않도록 한다.

이었죠. 대학에 100만 달러의 손실을 입힌 화재의 원인은 헥세인이었습니다.
헥세인은 고인화성 물질인데 이를 잊은 학생이 열원에 근접해 작업하면서 불이 일어난
거예요.‘헥세인’의 위험성과 성질만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

② 암모니아(Ammonia)

는데 말이죠.”

암모니아

NH3

분자식 : NH3
냄새 : 자극성 악취
색상 : 무색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물질은 수천 가지가 넘는다. 이를 연구자들이 정확하게
기억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이에 2012년에환경부에서는 연구자들이 유독
물 유출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화학사고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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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암모니아는 물에 용해되기 쉬워서 부식성 액체를 형성한다. 또한 약염기로
서 산과 격렬히 반응하고 인화성 가스나 수소를 발생시킨다. 암모니아와 혼합하면 안

대응 안내서>를 발간했다. 이 책에 따르면 사고의 빈도수가 높은 ‘7가지 사고

되는 물질로는 산, 가연성 물질, 금속, 산화제, 금속염, 할로겐, 아민, 환원제, 사이안화

다발물질’이 있다. 이 물질들은 휘발성, 인화성이 강하며 주변 환경에 노출되

물, 염기 등이 있다.

거나 취급 부주의 시 피부, 입, 코와 같은 호흡기를 통해 체내에 흡수되어 심

개인 보호 장구┃내화학성 실험복, 보호 장갑, 안전화, 직결식·격리식 방독 마스크,

각한 장애를 초래한다. 사고를 많이 일으키는 7가지 물질, 반드시 알아두자.

자급식 공기호흡장치, 송기 마스크

실험실 안전 실전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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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주의사항┃화재 시 자극적이고 부식성이 강한 독성 기체를 방출하므로, 양압 호
흡기구와 전신 보호구를 착용한다. 화재 진압용 실험복은 암모니아 누출 시에는 비효
율적이므로 화재 발생 시에만 착용한다.

열하면 고독성의 기체를 방출한다.
개인 보호 장구┃보안경, 실험복, 보호 장갑, 안전화, 고효율 미립자 필터가 부착된 보
호구, 직결식·격리식 방독 마스크, 자급식 공기호흡장치, 송기 마스크
기타 주의사항┃화재 시 발생되는 가스는 매우 유독하므로 소화 시에 주의해야 하며
양압 호흡기구를 착용한다.

③ 염화수소(Hydrogen chloride)
염화수소

HCl

⑤ 폼알데하이드(Formaldehyde)

분자식 : HCl
냄새 : 자극성 악취
색상 : 무색

폼알데하이드

위험성┃염화수소는 물과 격렬히 반응하여 다량의 열과 독성, 부식성, 가연성 기체를

분자식 : CH2O
냄새 : 자극성 악취
색상 : 무색투명

CH2O

방출한다. 비가연성 물질이지만 열에 의해 분해되어 부식성 또는 독성 증기가 발생한
다. 인화성 및 환원성 물질, 강산화제, 강염기성 물질과 혼합해서는 안 된다.
개인 보호 장구┃내화학성 실험복, 보호 장갑, 안전화, 직결식·격리식 방독 마스크,
자급식 공기 호흡장치, 송기 마스크
기타 주의사항┃가스가 누출되었을 때는 저지대를 피하고 바람을 등진다.

위험성┃용기는 가열되면 폭발할 수 있으며, 과산화물, 이산화질소와 폭발적으로 반
응한다. 강산화제, 알칼리, 산, 페놀과 혼합하면 위험하다.
개인 보호 장구┃내화학 실험복, 보호 장갑, 안전화, 직결식·격리식 방독 마스크, 자
급식 공기호흡장치, 송기 마스크
기타 주의사항┃화재 시에는 자극적이고 부식성이 강한 독성기체를 방출한다. 폼알데
하이드 증기는 공기와 섞여 폭발성이 있는 혼합물을 형성하거나 바닥을 따라 점화원에

④ 질산(Nitric acid)

도달해 역화(flash back)될 수 있다.
질산

HNO3

분자식 : HNO3
냄새 : 자극성 악취
색상 : 무색 또는 황색, 적색

⑥ 톨루엔(Toluene)
톨루엔

HCl

위험성┃질산은 흡습성이 강하고 발연성이 심하며, 햇빛을 받으면 일부 분해된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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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산화제와 격렬하게 반응하며, 반응 시 화재와 폭발의 위험이 있다. 열 분해될
때 자극적이고 독성이 있는 기체를 방출한다.
개인 보호 장구┃내화학성 실험복, 보호 장갑, 안전화, 직결식·격리식 방독 마스크,
자급식 공기호흡장치, 송기 마스크
기타 주의사항┃톨루엔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증기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바닥
에 가라앉은 뒤에 하수구, 지하 등에 모이게 되므로 저지대를 피한다.

실험실 사고 사례

영재반에서 생긴 일

2008년 8월, 미국 뉴저지 주 프린스턴대학교 화학실험실의 여름학교 영재반에서 일
어난 일이에요.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실험 중이었는데, 한 학생이 실험 중인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액체질소(liquid nitrogen)를 흡입해 내장이 파열되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액체질소는 액화점이 -196 0C이기 때문에 아이스크림을 만들기 위해 급냉각 재료로
흔히 사용하곤 합니다. 액체질소를 섭취할 경우 체내에서 기화되면서 부피가 급격히
팽창하는 현상이 발생하죠. 사고 학생의 경우에도 다량의 액체질소를 섭취하면서 내
장이 파열되는 중상을 입은 것입니다.

⑦ 황산(Sulfuric acid)
황산

H2SO4

분자식 : H2SO4
냄새 :	냄 새가 없지만 뜨거워지면
숨이 막히는 듯한 냄새
색상 : 무색

“세상엔 수십 수만 종의
유해화학물질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일일이 다 기억하죠?”

위험성┃염기, 가연성 물질, 산화제, 환원제, 물과 반응 시에 화재 및 폭발의 위험이 있다.

“간단하게 스캔하세요.”

개인 보호 장구┃내화학 실험복, 보호 장갑, 안전화, 직결식·격리식 방독 마스크, 자
급식 공기호흡장치, 송기 마스크
기타 주의사항┃황산 자체 또는 연소생성물을 흡입해서는 안 된다. 실험복을 착용하
지 않은 상태에서 손상된 용기나 누출물을 만지지 않는다.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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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어 보관해야 한다.

6 시약 관리의 세 가지 원칙

실험실 사고 사례

밀봉 저장의 원칙

‘시나브로’ 진행되는 유해화학물질 중독

2012년 8월, 영국 사우샘프턴대학교의 화학박사 과정에 있는 한 연구원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비소(As)와 탈륨(Tl)에 중독된 것을 알게 됐습니다.

보관 및 저장시설 내에서 유독물이 누출·혼합되어 위해성이 증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함께 보관하거나 저장하지 않는다. 특히 강산성 용액은 공기

비소는 많은 양을 섭취할 경우 구토, 설사, 위장관 출혈이 발생하다가 사망에 이를

중의 수분과 반응해 치명적인 증기를 생성하므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뚜껑을

수 있고, 무색무취의 탈륨은 다량 노출 시 신경계, 폐, 심장 등에 영향을 주고 구토와 설

닫아 놓는다. 사용한 시약은 용기의 뚜껑을 확실히 밀봉해 누출되지 않도록

사를 일으키는 인체에 매우 유해한 화학물질입니다.

한다.

독성 물질에 중독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해화학물질의 독성을 꼼꼼히 살펴

관리와 책임의 원칙

보고 사전에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최선책입니다.

시약류의 관리는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해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시약
보관함은 시약마다 식별 표시를 해 관리하며, 입고하거나 사용할 때 시약관
실험실의 시약은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하게 ‘관리’하는

리대장에 기록·관리한다. 관리담당자는 저장·보관시설의 유해화학물질의

것 또한 중요하다. 실험실 시약 관리는 실험실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사용량을 정확히 파악해 재고량과 대장에 기록된 잔여량이 일치하도록 한다.

연구자들이 시약 사용 후 실험대 위에 시약을 그대로 놓아두거나, 뚜껑을 열
어놓는 경우가 있는데, 시약은 ‘사용-관리-폐기’까지 어느 것 하나 부주의해
서는 안 된다. 그 중에서도 연구자들이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시약 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본다.

분리 보관의 원칙
시약류는 적절한 장소에 보관해야 하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서 독극물
로 분류된 물질은 다른 시약과 별도로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보관함에 보관
한다. 또한 종류가 다른 유독물이나 화학물질을 같은 보관시설 안에 보관하
는 경우에는 칸막이나 바닥의 구획선 등으로 구분하되, 서로 적절한 간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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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 안전,
스마트하게
알아보기

7 유해화학물질 ‘실전’ 응급조치

비용은 절반, 안전은 두 배!
한국화학연구원의 통합시약관리시스템

실험실 사고 사례

1. 외부 시약 보관소

화학물질취급

빠른 응급조치 덕분에

한국화학연구원에서는 외부 시약보관소를 만들어 시약을 관리한다. 외부 시약 보

2009년 1월, 미국 네브래스카대학교 오마하캠퍼스 화학실험실에서 발생한 사고입

관소에는 정기적인 시약점검을 통해 프로젝트가 끝났거나 사용하지 않는 시약을

니다. 한 학생이 실험 준비를 위해 산을 묽게 만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강산성의 황산

보관한다. 외부 시약보관소는 시약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구분·보관할 수 있음은

(sulfuric acid)이 담긴 시약병을 잡는 순간, 시약병이 깨지면서 황산이 학생의 다리

물론 서늘한 저장고를 통해 안전성까지 높여주는 기능을 한다. 또한, 외부 시약보

로 쏟아져 내렸죠. 다행히 사고 직후 학생의 화상 부위를 씻기고 산을 중화할 수 있는

관소는 연구실의 시약 구매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 오기도 했다.

파우더를 화상 부위에 바르는 신속한 조치를 취했어요. 2도 화상을 입기는 했지만 빠

시약 운반과
고정

른 응급조치 덕분에 학생은 더 큰 상처를 입지 않을 수 있었어요. 신속한 응급조치, 잊지
마세요!

시약병 표기법

시약관리 사진

시약 보관창고 사진

응급처치 요령

2. 통합시약관리시스템
한국화학연구원의 외부 시약보관소에서는 마치 도서관처럼 온라인상으로 시약들

유해화학물질을 마신 경우

의 반입과 반출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합시약관리시스템」이라 부른다. 이 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다.
1 	

스템을 통해 구매 시약의 투명성 확보와 시약 목록, 그리고 유효기간까지 명확하

토하게 한다. (부식성 약품의 경우에는 금지)
2 	

게 관리할 수 있다. 구매한 시약은 검수 후 바코드를 부착해 보관하고, 실험 후 남

우유, 계란 푼 것, 차 또는 밀가루 등의 물 유탁액을 먹인다.
3 	

은 시약은 시약 관리동에 입고해 통합시약관리전산화를 통해 관리한다. 이러한
철저한 시약 관리는 연구생산성 향상은 물론, 안전하고 쾌적한 연구 환경 조성에

유해화학물질의 가스를 흡입한 경우

크게 일조한 것으로 평가된다.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겨 안정시킨다.
1 	
출처 : 2013 연구실 안전 우수사례집

체온을 유지시키고 경우에 따라 인공호흡을 행한다.
2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다.
3 	
유해화학물질이 눈에 들어간 경우
1

즉시 세안장치의 흐르는 물로 15분간 씻는다.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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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이 피부에 닿은 경우

다량의 흐르는 물(비상 샤워장치)로 피부를 충분히 씻는다.
1 	
몸에 화학물질이 묻었을 경우 적어도 15분 이상 물로 씻어낸다.
2 	
응급조치를 한 후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다.
3 	

8 가래로 막을 사고, 호미로 막다!
화합물 누출 응급조치요령
대형 사고엔 항상 복선이 있다. 미리 눈치만 챈다면 가래로 막을 대형 사고

유해화학물질에 의해 화상을 입은 경우

를 작은 호미로도 막을 수 있다.

흐르는 물(비상 샤워장치)로 즉각 씻는다.
1 	
10~15℃의 물로 최소 30분 이상 냉각한다.
2 	

쏟아진 화합물 제거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다.
3 	

액체 시약병이 엎질러지거나 깨져 시약이 쏟아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상해
유해화학물질에 의류가 오염되었을 경우

를 입은 피해자는 즉시 응급처치를 하고, 주변의 동료들은 적절한 개인 보호

화학물질에 오염된 모든 의류는 제거하고 물로 씻어낸다.
1 	
화학물질이 넓은 부위에 엎질러진 경우 오염된 옷을 빨리 벗는다.
2 	

장구를 착용한 후 신속하게 누출된 화학물질을 제거해야 한다. 쏟아진 화학
물질은 일반적으로 흡착제를 이용해 제거하는데, 흡착제가 없을 경우 면 소
재의 수건을 이용한다. 화학섬유는 엎질러진 물질과 반응할 가능성이 있으므

실험실 안전,
스마트하게
알아보기

Tip
강산

화학물질별 응급조치

로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산화마그네슘, 수산화알루미늄, 우유 등의 물 유탁액을 먹인다.

흡착포

강알칼리 1~2% 아세트산, 레몬주스 등을 먹인다.
수은

물 혹은 스팀밀크에 달걀흰자 등을 풀어 먹인다.

흡착포는 쏟아진 물질을 흡수해 섬유조직 속에 가두는 역할을 한다. 쏟아진

아세트산 식염수를 먹인다.
물리적·화학적
화상 대응 요령

메탄올

1~2% 탄산수소나트륨으로 위를 세정한다.

사이안

아초산아밀의 냄새를 맡게 한다.

염소

알코올 냄새를 맡게 한다.

브로민

묽은 암모니아수의 냄새를 맡게 한다.

포스겐

산소를 흡입한다.

부위에 충분한 양을 덮어서 흡수시킨 후 별도의 용기에 담아 폐기처분 한다.

흡착펜스
쏟아진 양이 많은 경우에는 흡착펜스를 이용한다. 흡착펜스는 화합물의 확산
을 막는 동시에 빨아들이는 역할을 한다. 흡착펜스를 설치해 화학물질을 가

암모니아 산소를 흡입한다.

두고 내부에 흡착포를 펼쳐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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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미컬리 박사는 수산화나트륨을 사용한 실험을 하려고 한다. 뼛속까지 환경을 생각
실험실 안전,
스마트하게
알아보기

미리미리 알아둡시다!
- 화학물질 사고·누출 시 신속한 대처 요령

하는 그녀! 평소 들고 다니던 ‘에코 컵’으로 물을 한 잔 마시며 ‘실험실 안전 가이드’를
꺼내 수산화나트륨의 특징에 대해서 훑어보았다. 물과 책을 실험대 위에 올려놓은 그

1 	화학물질의 누출을 발견한 사람은 즉시 소방서(119) 또는 환경부(128)에

신고하고 주변에 알린다. 화재폭발 신고는 소방서에, 환경오염 신고는
환경부에 한다.
액체화합물
누출
(흡착제_펜스)

녀는 평소와 같이 보호 장갑과 안전화, 방독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울을 보며 개인 보호
장구를 확인했다. 그리고 시약 통에서 수산화나트륨을 꺼내 시약병에 넣고 조심조심
실험대 위에 올려놓았다.

2 	사고 지점 근처에서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대피하고,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는 바람과 직각 방향으로 대피한다.
3 	대피할 때는 물수건, 방독 마스크 등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우의나 비닐

로 몸을 덮어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4 	건물 안으로 대피했을 경우, 외부 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창문이나 문

사이의 빈틈까지 철저히 막는다.
5 	오염된 지역 내에서는 식수나 음식물을 먹지 말고 오염이 의심되는 것은

문제1. [보호구 점검] 케미컬리 박사의 개인 보호 장구 착용 상태는?

절대 만지지 않는다.

① 양호하다.
② 양호하지 않다.

문제2.	[유해화학물질 이해] 위 내용 중 사고 유발 요인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① 물을 실험대 위에 올려놓은 행위
② 거울을 보는 행위
③ 책을 실험대 위에 올려놓은 행위
④ 수산화나트륨을 실험대 위에 올려놓은 행위
정답

1. ①
 양호하다. → 수산화나트륨을 다룰 때는 실험복, 보호 장갑, 보안경, 그리고 방독 마스크를 반
드시 착용해야 한다.
2. ①
 , ③ → 수산화나트륨은 열분해 시 자극성·부식성 독성가스를 방출하는 유해화학물질로서 물
이나 산과 섞일 때 많은 열을 발생한다. 그러므로 실험대 주위에 물을 올려놓은 것은 만일의 사고
를 더욱 크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또한 실험대에 책을 올려놓은 것도 마찬가지다. 화재가 일어날
경우 책과 같은 종이는 화재를 더욱 크게 만드는 위험 요인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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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툰

실험실 안전에도 타이밍이 중요하다!
오늘은 케미컬리의 생일!
특별한 이벤트로
꼭 감동시키고야 말겠어.

생일 축하
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케미컬리~
생일 축하 합……

생일 축하 합. 켁켁켁…….
이건 뭐야!!!

시약병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제 정신이에요? 실험실에서
생일파티라니. 더구나 황산은
고백도,
열과 접촉하면 발화는 물론이고 실험실사랑
안전도
타이밍이
폭발할 수도 있다고요!!
중요하다는 사실!

나의 연적 세이퍼!
하지만 오늘 나의 서프라이즈 이벤트로
처절하게 무너질 것이다.
음하하하하하!

흄 박사님! 실험에
집중하지 않고 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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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 포기하지 않겠다!!
이산화황+질소산화물!!
산성 눈이여~ 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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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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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집되면 연구자들이 처리를 의뢰하고, 위탁시설로 운반 처리된다.
연구자들이 사용하는 간단한 화장지에서부터 시약까지 연구실에서는 다양

실험실 안전,
스마트하게
알아보기

한 종류의 폐기물이 발생한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폐기물을 절대 임의적으로

1 시약과 이별하는 과정, 실험 폐기물 처리

처리하면 안되며, 실험실별 폐기물 처리 절차를 따라야 한다. 폐기물을 다루

‘화장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유명한 광고 문구는 실험실
안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실험실 안전에 있어서 시약은 사용하는 것만큼 치

기 전 물질에 관한 MSDS를 참고하여 주의사항을 알아두는 것은 기본이다.

실험 후 정리

지정폐기물 관리

우는 것 또한 중요하기 때문이다. 연구자들이 무심코 버린 시약은 화재와 폭
발, 누출과 같은 각양각색의 모습을 한 채 ‘사고’라는 이름으로 되돌아온다.

운영체계
저장
탱크로
이동
(수거자)

연구실
폐기물
수집

실험실 사고 사례

폐기물
수거
(처리업체)

용기 재활용의 비극
<그림> 실험 폐기물 처리 과정

2012년 6월, 대전에 있는 ◦◦대학교 연구실. 대학원생들이 실리콘웨이퍼를 세척하
는데 사용한 질산을 폐기 처리하는 중이었습니다. 내용물을 모두 사용한 아세톤 용기를
재활용해 질산 폐기물 용기로 사용했는데, 이때 용기에 남아 있던 아세톤과 질산이 화
학반응을 일으켜 일산화질소(NO)와 이산화질소(NO2) 가스가 발생했습니다.
일산화질소와 이산화질소 가스는 피부, 호흡기에 매우 자극적이며 인체에 유독한 가
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학원생들은 실험실에서 외부로 대피했고, 그 뒤에 폐기물 용기
내에서 과압이 발생해 용기 하단부가 파열됐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지만 하마

실험 폐기물의 개념과 특성
‘실험 폐기물’은 실험과정에서 발생되는 고체 및 액체 폐기물(폐산, 폐알칼리, 폐
유기용제 등) 및 시약병과 캔 등에 남아있는 상태가 불량한 고체 및 액체시약

을 말한다.
실험실에서는 많은 화학실험을 진행하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시약

터면 큰일날 뻔 했죠.

으로 실험을 하는 것이다. 실험을 마치고 나면 유해한 물질(유기물과 무기물)을
포함한 실험 폐기물이 발생한다. 실험실은 수백, 수천 종의 화학물질을 사용
하기 때문에 실험 폐기물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자들

실험 폐기물 처리 과정
실험 폐기물은 어떤 과정을 거쳐 처리될까? 일반적으로 실험 후 폐기물이 발
생하면, 1차적으로 연구자들이 폐기물을 수집용기에 분별, 수집한다.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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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실험 폐기물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등
에 따라 실험 폐기물을 정해진 장소에 지정·관리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Chapter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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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폐기물은 산계, 알칼리계, 유기계, 무기계 등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
■

며, 80% 정도 채워졌을 경우에 지정 저장소로 배출해야 한다. 또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화학 실험실을 폐수 배출 시설로 허

위반 내용
 변경허가 미이행 (무허가 항목배출/기준 초과) (8개)

		※	(설치허가대상) 수질 및 수생테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1항, 특정
수질유해물질이 발생되는 시설 및 특별대책지역 설치 배출시설

가를 받도록 정해져 있다.

 변경신고 미이행 (무허가 항목배출/기준 이내) (25개)
 배출허용기준 초과 (9개)

2 대학 실험실 폐수 관리 실태

	 변경신고 미이행 (미신고 항목 배출) (65개)
		

※	(설치신고대상) 수질 및 수생테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2항, 설치

환경부가 2013년 3월 20일부터 4월 2일까지 전국 215개 대학을 대상으로

허가 배출시설 외의 설치시설 신고 또는 입지제한지역시설로서 전량 위탁처

한 실험실 폐수 처리 실태 점검 결과를 보면, 전국의 폐수 배출 처리 시설로 허

리(20톤/일)하는 경우

가 또는 신고된 대학 실험실 중 약 49%의 대학이 폐수 배출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대학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51% 만이 폐수 배출 관리를 적법
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변경신고 미이행
		※ 기타 사항 : 기재사항변경 미신고, 실험실 일부 폐쇄 변경 미신고(3개)

 기타 부적정 위반
		※	기타 사항 : 지정폐기물 처리 계획 변경확인 미이행, 지정 폐기물 처리 실적보

가장 많이 위반한 항목은 ‘변경 허가(신고) 미이행’ 이었다. 허가 또는 신고

고 미이행,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 설치, 세척수
4회 이상 무단 방류 포함(6개)

를 하지 않고 수질오염 물질을 배출한 것이다. 또한 배출 허용 기준 초과와 기
타 부적정 위반이 그 뒤를 이었다. 이 중에는 변경 허가(신고)를 이행하지 않
은 것은 물론 세척수를 4회 이상이나 무단으로 방류한 대학도 있었다. 이들이
무단 방류한 유해물질 중에는 인체와 수질에 악영향을 주는 다이클로로메테
인, 클로로폼, 벤젠, 수은, 비소 등이 포함되어 있어 그 심각성을 말해준다.

심리와 안전

“깨진 유리창”

“세상에는 무시해도 좋을 만큼 사소한 일이란 없다.”

이 말은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 Theory)’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이다.
도심에 어느 건물이 있다. 건물 1층에는 누군가가 깨뜨린 유리창 하나가 보인다. 만일 건

환경부, 폐수 배출 처리 실태 점검 결과
■

물의 주인이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할 경우 행인들은 건물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하기

전국 폐수 배출 시설로 허가·신고된 실험실을 보유한 대학은 215개

■	1일 배출량이 1톤/일 이하부터 650톤/일까지 다양하며, 이중 202개(94%)가

1일 배출량이 50톤 이하인 5종 사업장에 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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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폐기물 용기에 화학물질의 명칭은 정확히 표기했는지, 싱크대에 폐기물을 그대로 흘

3 실험 폐기물 처리의 기본_배출에서 운반까지

려보내지 않는지, 폐기물 용기는 함부로 방치하지 않는지, 폐기물을 운반할 때는 안전에
만전을 다하는지 세심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다. 실험실 어딘가 깨진 유리창이 방치되

실험 폐기물 배출자들은 주목~!

어 있는지 거듭 살펴도 결코 지나치지 않다.
실험실에서 발생하는 실험 폐기물은 각 기관 또는 학교마다 ‘실험 폐기물 수
집 및 처리에 관한 지침’에 의거해 분류한 후 반드시 지정한 폐기물 저장 용

•실전! 실험 폐기물 관리

기에 분별 수집해야 합니다. 실험 폐기물을 분별 수집할 때는 실험자의 안전
을 확보하기 위해 정해진 분별 및 배출 요령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모두
아시겠죠?”

실험 폐기물 운반 요령은
나를 따라오세요.
3 파트로 이동!

자, 이제 실험 폐기물을
처리해볼까? 실험 폐기물의
기본 수칙 4 파트로 이동!

분리수거는 실험 폐기물
처리의 기본! 어떤 용기에
어떤 물질을 버릴지 알고 싶다면?
6 파트로!

실험 폐기물 분별 및 배출 요령
1 	실험 폐기물(고농도 세척수 포함)은 모든 싱크대 및 흄 후드에 곧바로 배출하지 않도

록 한다.
2 	폐기물의 휘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실험 폐기물 수집 전용 용기 뚜껑은 항상 잠

근다.
3 	실험 폐기물은 절대로 반응성, 폭발성 물질과 혼합해서는 안 된다.
4 	폐기물은 반드시 기준에 적합한 용기를 사용하고 폐기물 성분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명시한다.
5 	침전물이나 고형물(장갑, 휴지, 자석, 분필, 배지 등)은 용기에 투입 금지한다.
6 	모든 화학물질의 처리 시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혹은 GHS)를 참고한다.
7 	분별수집 시 정확한 폐수의 분류는 배출자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책임과 의무이며

연구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출발점임을 인식하고 협조한다.
8 	방사성 물질을 함유한 폐기물은 별도 수집하며, 정해진 처리규정에 따라 누설되지

않도록 엄격히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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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폐기물 수집 운반 요령

4 실험 폐기물 처리의 기본_물질별 폐기물 처리

1 	화학폐기물 수집용기는 운반 및 용량 측정이 용이하도록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한다.
2 	수집용기 외부에는 부서명과 호실, 전화번호와 품명, 특성 및 주의 사항 등을 기록

한 특정 폐기물 표지를 부착한다.
3 	유해물질의 폐기물을 수집할 때는 폐산, 폐알칼리, 폐유기용제(할로겐족, 비할로겐

족), 폐유 등 종류별로 구분해 수집한다.
4 	수집한 유해물질의 폐기물 용기는 직사광선을 피하고 통풍이 잘되는 곳을 폐기물

보관 장소로 지정해 보관하며, 복도, 계단 등에 방치해서는 안 된다.
5 	유해물질의 폐기물 취급 및 보관 장소에는 금연, 화기취급엄금 표지와 폐기물 보

실험실 사고 사례

“실험실 물청소도 사고의 원인이 된다?”

2006년 9월 9일, 서울 ◦◦대학교 공학관 실험실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실험실에
서 실험자가 흄 후드에서 유리병에 담겨 있던 옥시염화인(POCl3)을 폐수통에 폐기했는
데, 유리병이 깨지면서 바닥에 있던 물과 반응하면서 염소가스(Cl2)가 발생했어요. 이
사고로 실험자 1명이 심부(深部) 2도의 화상을 입었고 인접 실험실의 연구자 8명이 염소
가스 흡입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고가 왜 일어났을까요? 첫째,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깔때기와 같은 적절한 보조 도

관수칙을 부착한다.
6 	빈 시약병은 깨지지 않도록 기존 상자에 넣어 폐기물 보관 장소에 보관한다.
7 	수집·보관된 유해물질 폐기물 용기는 폐기물의 유출이나 악취가 발생되지 않도

구를 사용하지 않았고, 둘째, 실험실 바닥을 물로 청소한 뒤에 고여 있는 물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였고, 셋째, 열과 충격 등에 약한 유리병을 폐기물 용기로 사용했기 때문입니
다. 실험과정만큼 뒤처리도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겠죠?

록 2중 마개로 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8 	수집된 폐기물을 운반할 때는 손수레와 같은 안전한 운반도구를 이용한다.
9 	연구자가 폐기물 저장 용기를 이동할 때에는 반드시 2인 이상이 개인 보호 장구를

실험을 위한 물질이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착용하고 운반한다.
출처 :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2012)

서로 공존해서는 안되는 폐기물들이 서로 뒤섞여있는 경우, 폐기물에 충격이
가해지거나 마찰이 일어나면 격렬한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 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 실험을 위한 화학물질이 한 순간 실험실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바뀌는
것이다. 따라서 실험 폐기물을 관리할 때는 반드시 정해놓은 기준을 지켜야

폐시약통 보관의 예
수집 용기는 반드시 색깔별로 구분하여 분리 배출한다. 수집용기 외
부에는 부서명과 호실, 전화번호와 품명, 특성 및 주의사항 등을 기

한다.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이야기지만 잠깐 방심하는 사이 예기치않은 사
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록한 특정 폐기물 표지를 부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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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 안전,
스마트하게
알아보기

물질에 따른 실험 폐기물 처리법

여기서 잠깐!

1 	폐기물로 인한 유독가스의 발생 또는 발열, 폭발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처

리 전에 폐기물의 성질을 충분히 조사하고, 첨가하는 약재를 소량씩 넣는 등 주의하

MEMO

내 실험실의 분별 저장 용기 위치는?
에 있습니다.

면서 처리해야 한다.
2 	악취가 나는 머캡탄(Mercaptan), 아민(Amine) 등의 폐기물, 유독가스를 발생하는

실험 폐기물
처리법

사이안, 포스겐 등의 폐기물 및 인화성이 강한 이황화탄소, 에터 등의 폐기물은 누

가장 최근에 폐기물을 처리한 연구자의 마지막 전달 사항은?

설되지 않도록 적당한 처리를 강구하며 신속히 처리한다.

입니다.

3 	과산화물, 나이트로글리세린 등의 폭발성 물질을 함유하는 폐기물은 보다 신중하

게 취급하고 빨리 처리한다.
4 	착이온(Complex ion). 킬레이트제(Chelating agent) 등을 포함한 폐기물은 간단한

제거제로는 처리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미처리된 상태로 방출되는 일이 없도
록 주의한다.

5 무기 폐기물과 유기 폐기물

5 	사이안 분해를 위해 첨가한 차아염소산나트륨으로 인해 유리염소(HOCl, 차아염소

산과 차아염소산 이온을 말함)가 발생할 경우 또는 황화물 침전에 의해 수용성 황화물

등이 발생할 경우 유독성 폐기물이 생성되며, 이 물질에 대해 별도의 후처리가 필

심리와 안전

폰 레스토프 효과 (Von Restorff Effect)

특정한 내용을 머릿속에 확실히 입력-저장-기억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요하다.
6 	유해물질이 부착된 거름종이, 약봉지, 폐 활성탄은 적당히 처리한 후 남은 찌꺼기

를 보관한다.

만일 우리가 기억해야 할 어떤 내용이 다른 내용과 뚜렷이 구별된다면, 그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인지과학에서는 이것을 ‘폰 레스토프 효과(Von

출처1 : 환경실험실 운영관리 및 안전, 국립환경과학원(2006)
출처2 :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2012)

Restorff Effect)’라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앞에 두 장의 사진이 나란히 놓여있다고 가정해 볼까요? 한 장은
가족과 함께 찍은 행복한 사진, 또 한 장은 연기와 화염에 휩싸인 실험실 사진입니다.
이 두 장의 사진을 비교해볼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제부터 여러분의 머
릿속에는 행복한 가정을 순식간에 깨트리는 무시무시한 사고의 위험성이 선명하게 새
겨질 겁니다. 그리고 실험을 할 때 조금 더 안전에 신경을 쓰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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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 안전사고 사례 가운데 폐기물 관련 사고들은 대개 여러 물질을 혼합
할 때 발생한다. 폐기물 용기를 분별하지 못해 생기는 사고는 물론, 기존의 사
용했던 폐기물 용기의 잔액이 묻어있어 사고가 일어나기도 한다. 원인은 대

륨(K2CO3)등의 폐액을 포함한다.

구분 F. 종류 : 중금속계 폐액
대상┃철(Fe), 니켈(Ni), 코발트(Co), 아연(Zn), 구리(Cu), 망가니즈(Mn), 카드뮴(Cd),

개 연구자들의 착각이나 실수 등에 있다.
실험 폐기물을 처리할 때는 폐기물 용기와 내용물을 반드시 확인하고, 어떤
경우에서도 서로 다른 폐기물을 혼합해서는 안 된다. 실험 폐기물의 종류와
처리법을 알아보자.

납(Pb), 크로뮴(Cr), 바나듐(V), 저마늄(Ge), 주석(Sn), 비소(As) 등의 중금속 폐액, 알루
미늄(Al), 마그네슘(Mg) 등의 금속 폐액을 포함한다. 3회까지의 세척 폐액을 포함한다.
침전물이 있으면 여과한다.

구분 G. 종류 : 사진 폐액
대상┃현상 폐액, 정착 폐액을 포함한다.

무기 폐기물
A
시안계 폐액

구분 A. 종류 : 사이안계 폐액
대상

B

G

수은계 폐액

사진 폐액

유리사이안 폐액을 산성으로 보관하면 독성이 강한 사이안화수소(HCN)가 발

┃

생하므로 반드시 알칼리성으로 보관하여 운반한다.
F

무기 폐기물

중금속계 폐액

구분 B. 종류 : 수은계 폐액
대상┃무기수은, 알킬수은 등의 유기계 수은화합물로서 침전물이 있으면 여과한다. 3

E

회까지의 세척 폐액을 포함한다.

알칼리계 폐액

C
플루오르인산계 폐액

D

산, Cr혼산 폐액

구분 C. 종류 : 플루오르, 인산계 폐액
대상┃플루오르화 수소 및 인산계 폐액으로서 3회까지의 세척 폐액을 포함한다.

구분 D. 종류 : 산, 크로뮴혼산 폐액

유기 폐기물
구분 (가연성) H. 종류 : 탄화수소계 폐액

대상┃염산, 황산, 질산 등 무기산 폐액으로서 크로뮴산-황산혼액의 폐액 및 1~2회

대상┃지방족 탄화수소(헥세인, 펜텐류), 지방족 산소화합물(알코올, 아세톤류), 지방족

의 세척액을 포함한다. 침전물이 있으면 여과한다.

함질소화합물(트라이에틸아민류), 방향족 화합물(벤젠, 톨루엔류), 방향족 함질소화합물
(피리딘류)를 포함한다. 침전물이 있으면 여과한다.

구분 E. 종류 : 알칼리계 폐액
대상┃수산화나트륨(NaOH), 수산화칼륨(KOH)의 폐액, 탄산나트륨(Na2CO3), 탄산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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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당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_실험 폐기물 사고 사례

구분 (가연성) I. 종류 : 폐유
대상┃등유, 경유, 테레핀유, 윤활유, 그리스, 동식물유 등의 폐유를 포함한다.

실험실 사고 사례

구분 (가연성) J. 종류 : 할로겐 폐용제

서로 다른 실험 폐기물이 섞였을 때

대상┃지방족 할로겐계 화합물(클로로폼, 다이클로로메테인, 사염화 탄소), 방향족 할로겐

상황 1. 저장용기에서 발생한 격렬한 화학반응

계 화합물(클로로벤젠, 염화벤젠)을 포함한다. 침전물이 있으면 여과한다.

2012년 4월, ○○기관의 실험실에서 한 연구원이 질산, 황산 등이 혼합된 용액을 실
험 폐수 저장용기에 폐기하던 중 저장용기 내부에서 격렬한 반응이 일어나며 용액이 끓

구분 (난연성) K. 종류 : 난연성 유기 폐액

어 넘쳤다. 용액 방울들이 연구원의 얼굴과 목 부위에 튀어 화상을 입었으나, 사고발생

대상┃유기용제를 함유한 물 혼합 폐액, 유기산, 아미노산 등 5% 이상을 함유한 물 혼

직후 동료 연구원들의 도움을 받아 폐수에 오염된 부위를 흐르는 물로 세척하는 응급조치

합 폐액, 기타 유기화합물의 수용 폐액, 난분해성 사이안화합물, 유기사이안화합물, 염

를 받았다. 이 사고는 해당 연구원이 유기계 저장용기에 산 용액을 폐기하는 바람에 저

색(염료)폐액, 페리사이안계 폐액을 포함한다.

장용기 내부에 남아있던 유기용액과 반응을 일으켜 발생한 것이다.

구분 (난연성) L. 종류 : 유해 고형 폐기물

상황 2. 공존할 수 없는 물질

대상┃폐시약병, 폐유 등이 묻은 장갑류, 유기수은계의 약제가 묻은 지포류, 유해물을

2004년 5월 18일, ○○대학교에서 실험을 하던 학생이 폐수 저장용기에 소량의 질

부착한 여지류, 사이안착화물 유기금속의 고형 폐기물, 폐유, 폐액제의 여과잔사, 기타

산이 들어있는 것을 모른 채, 페놀을 넣어 연기와 독가스가 발생한 사고가 있었다. 2007

유해 고형 폐기물을 포함한다.

년 2월 1일, 같은 대학 생명과학부 대학원 석사과정 학생이 폐수 저장 용기를 운반 장
비를 이용해 중간저장소로 옮기는 과정에서 폐수용기가 폭발했다. 알코올과 만나면 강

H

렬한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이 폐수용기 안에서 물과 반응해 열을 발생시키면서, 끓는점이

탄화수소계 폐액

낮은 다이에틸에터를 끓어오르게 해 부피가 폭발적으로 팽창했기 때문이었다.

I

L

폐유

유해 고형 폐기물

상황 3. ‘산’이라도 같은 ‘산’이 아니다!
2013년 7월, ○○기관의 실험실에서 한 연구원이 폐기 대상인 폼산(Formic Acid)

유기 폐기물

K

J

난연성 유기 폐액

할로겐 폐용제

500 ml와 질산(Nitric Acid) 150 ml를 용기에 버리고 마개를 닫았으나, 약 15분 후 폐
액 용기의 압력 증가로 용기가 파열 되었고 폐액이 흘러나와 공기가 오염되었다. 이로 인
해 일부 연구원은 어지럼증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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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Tip

실험 폐기물 관리 체크리스트

1. 무기 폐기물 분별수집 구분표

실험 폐기물 관리, 매일매일 확인합니다!

구분

매일매일 Check List

내용

A

확인

1. 연구자는 환경안전교육을 필히 이수하였는가?

Yes No

2. 폐기물의 수집 및 처리계획을 수립하였는가?

Yes No

3. 폐기물의 배출시설 설치 허가는 받았는가?

Yes No

4. 폐기물의 배출시설은 이상이 없는가?

Yes No

5. 실험 폐기물 관련 사항을 폐기물 안전관리대장에 기록하는가?

Yes No

6. 시약 이름을 모르거나 오래된 시약의 경우 안전하게 폐기 조치하는가?

Yes No

7. 폐기물 용기는 통풍이 잘 되고 관리 용이한 장소에 지정 보관하는가?

Yes No

B

C

D

종류

대상

사이안계

사이안화물,

폐액

티오사이안산염

수은계
폐액
플루오르
인산계

황색

산, 크로뮴

염산, 황산, 질산,

혼산

크로뮴혼산

알칼리계

수산화나트륨,

철, 니켈, 칼슘, 코발트,

10. 무기 폐기물과 유기 폐기물은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는가?

Yes No

아연, 망가니즈, 구리,

11. 폐기물 용기에 실험 폐기물 처리 의뢰 전표를 부착 배출하는가?

Yes No

15. 싱크대, 흄 후드에 폐기물 방류를 금지하는가?

Yes No

실험실 안전 실전 가이드

중금속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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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폐액

슘(CaCl 2)을 가해 칼슘(Ca)염으로

오렌지 유해물을 함유하지 않은 산폐액은
색

녹색

카드뮴, 납, 갈륨, 크로뮴,

현상액, 정착액의 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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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하여 다량의 물로 희석 방류
수산화칼슘계 폐액은 C분류. 유해
물을 함유하지 않은 산폐액은 중화
하여 다량의 물로 희석 방류
위험성 높은 베릴륨(Be), 오스뮴(Os)

진녹색

바나듐, 저마늄, 주석
G

은계 시약, 약제 등은 제외

여과

탄산나트륨

F

금속수은, 수은아말감, 불필요한 수

폐액은 알칼리성으로 하고 염화칼

Yes No

Yes No

사이안계 폐액의 여과잔사는 L분류
폐사이안계 시약은 별도 회수

플루오르화합물, 인산계

9. 폐기물은 색상별 수거용기에 수집하는가?

14. 폐기물 용기에 침전물, 고형물(장갑, 유리조각, 탈지면)이 섞이지 않도록
하는가?

청색

적색

Yes No

Yes No

취급법

무기계 수은, 알킬수은

8. 폐기물은 오염물질의 성분에 따라 분별수집 보관하는가?

13. 폐기물의 휘발을 방지하기 위해 폐기물 전용용기 뚜껑은 항상 잠그는가?

용기색

수산화칼륨,
E

12. 폐기물 용기에 실험실명, 연락처, 폐기물명 및 주의사항이 표시되어 있나? Ye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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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분별수집 구분표 (경기도교육청의 예)

등은 제외
방사성 동위원소 또는 이에 오염된
것은 취급하지 않음

청색

정착 폐액은 은(Ag)을 재생하기 위
해 별도 회수업자에 의해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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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기 폐기물 분별수집 구분표
구분

종류
탄화

H

수소계
폐액

대상
지방족 및 방향족 탄화수소,
함산소화물, 함질소화물

용기색

성

I

J

폐유

등유, 경유, 중유, 동식물유

할로겐

지방족 및 방향족

폐용제

할로겐계 화합물
탄화수소계, 할로겐계 폐용액,

난연성
유기산, 아민류 등 유기화합물을
난 K
유기 폐액
연
5%이상 포함한 물 혼합 폐액
유해고형 유기수은계 여과지 및 걸레,
성
L
폐기물
유기금속의 고형 폐기물

세이퍼 박사는 오늘 마음먹고 실험실 대청소를 하기로 했다. 열심히 쓸고 닦

백색 은 제외. 여과잔사는 L분류

은 후,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실험실 한쪽 구석에 놓여있는 오래된 시약들! 시

유기사이안은 K분류
변압기유 중

가
연

취급법
에터류,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갈색

보라색

흑색

회색

약을 폐기하기 위해 플라스틱 용기에 분리수거를 하려고 한다.

PCB(Polychlorinated
biphenyl)를 함유한 것은 제외
여과잔사는 L분류
PCB 및 PCB 함유한 것은 제외
별도 회수. 여과잔사는 L분류
유기수은계 폐액은 B분류
PCB 함유한 것은 별도 회수
폭발성 물질 함유한 것은 제외.
PCB 함유한 것은 별도 회수

문제1. 플라스틱 용기 사용 전 확인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답.

문제2.	세이퍼 박사는 시약의 MSDS를 찾아 물질의 특성에 맞는 개인 보호 장구를 착
용했다. 이제 시약을 나누어 놓을 차례. 같은 종류의 시약별로 구분해 용기에 나
누어 담고 지정된 장소에 옮겨 놓으려고 한다. 세이퍼 박사가 용기 저장 보관과
관련해 놓친 부분은?
답.

문제3. 이제 분별 수집 끝! 운반할 차례. 폐기물 용기의 운반 요령은?
답.

정답

1. 플라스틱 용기가 사용했던 것인지 확인한다. 사용했던 것이라면 어떤 물질을 사용했는지 확인한다.
2. 용기에 부서명, 호실, 전화번호, 품명, 특성, 주의사항 등 폐기물 처리 의뢰 전표를 붙여 다른 연구
자들이 알아볼 수 있게 해야 한다.
3. 개인 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2명 이상이 수레를 이용해 운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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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툰

이상한 폐기물

나 터질지도
몰라!

가까이
오지 마!

폐기물처리
의뢰 전표는
붙였겠지?

우린 만나면
안 된다구!!

흄 박사는
어디 있죠?

물론이죠!
수거 담당자에게
폐기물 발생일지까지
넘겼어요.

글쎄…
일단 우리끼리 시작하지!
실험 폐액 분리,
시작해볼까?

아후 냄새!
당장 생활 쓰레기로
처리하자고!

실험 폐기물
정리 끝~

색깔별로 폐기물
구분 완료!

아함~ 잘 잤다!
미남은 잠꾸러기!

관련 정보가 기입된
성상별 분류스티커
부착 완료!

122

그런데
이건 무슨
폐기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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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5
지피지기
안전백승!
위험물 관리

Chapter

5 지피지기 안전백승! 위험물 관리

2013년 6월 1일, 국내 00대학교 공과대 실험실에서 발생한 이 사고는 한 연구원이 개
인 보호 장구 미착용 상태에서 실험실 이전을 위해 각종 자재들을 정리하던 중, 신문지
에 보관한 유리관이 폭발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유리관에는 과염소산염류인 과염소산마

1 ‘위험물’ 이란?

그네슘이 들어있었는데, 과염소산마그네슘은 충격 및 가열에 의해 폭발을 일으키거나, 물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하면 위험물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

과 접촉할 때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이 사고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안전사고는 실험 중에만 발생

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실험실 안팎의 모든 진행과정에서 사소한 원인에 의해 일어날 수 있

심리와 안전

다는 사실! 꼭 기억합시다.

“같기도?!”

“세상에 나쁜 분자는 없고, 다만 부주의함이 있을 뿐.” 노벨화학상 수상자인 ‘로알드

호프만’의 명저 ‘같기도 하고 아니 같기도 하고’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우리가 수많은 안전
사고 사례를 볼 때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화학물질을 공포와 불안의 대상으로
만 여긴다는 점이죠. 그러나 분자는 분자일 뿐! 인간의 부주의, 착각, 오류가 사고에 더 큰

연소성 Combustibility
연소는 ‘가연성 물질과 조연성 물질이 산화반응에 의해 열과 빛을 수반하고 열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화학물질에 ‘유해’라는 표현이 붙었다고 해서 ‘모든 화학물질’을

의 이동과 기체의 흐름을 일으키는 현상’이다. 가연성은 물질이 연소하기 쉬운

동일하게 보는 것은 편향된 생각일지도 모른답니다.

성질을 말하며, 조연성은 물질이 연소하는데 도움을 주는 성질을 말한다.

인화성 Inflammability
액체를 가열하면 증발하거나 분해되어 증기나 가스가 발생한다. 이 증기나

2 위험물의 특성

실험실 사고 사례

가스가 가연성일 경우 화기에 접근하면 연소하는데, 이를 ‘인화’라 한다.

“실험할 때만 사고가 나는 건 아닙니다.”

발화성 Ignitability

과염소산마그네슘의 폭발
“펑!” 폭발음과 함께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실험실에 있던 한 연구원은 유리

공기 중에서 가연성 물질을 가열할 때 화염, 전기불꽃 등의 접촉 없이도 연소

파편에 의해 얼굴, 가슴, 팔, 눈 등에 자상을 입고 파열음으로 고막이 손상되는 부상을

가 일어나 계속 유지되는 것을 ‘발화’라 하고, 이때 최저 온도를 ‘발화점’이라

입었습니다.

한다. 발화점은 그 자체가 가열되어 발화하는 온도로서 ‘착화점’이라고도 부
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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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성 Explosiveness

“발화의 화학적 요인인 자연발화와 혼촉발화에 대해 알아봅시다”

폭발은 ‘화학적 폭발’과 ‘물리적 폭발’로 나뉜다. 화학적 폭발은 격렬한 연소
상태를 말하며, 가스 폭발, 유증기 폭발, 분진 폭발, 화약류의 폭발 등과 산화,
중합, 분해 등의 급격한 발열반응을 동반한다. 물리적 폭발에는 용융염, 용융
금속이 물과 접촉했을 때 생기는 열 이동형의 증기 폭발, 액화가스의 용기에

자연발화와 혼촉발화
자연발화(自然發火)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 발화되는 것이 아니라 상온에서 물

구멍이 뚫려 생기는 증기 폭발, 도선에 대전류가 흘렀을 때 도선이 끊어져 생

질이 공기 중 화학변화를 일으키고 장기간 열이 축적되어 발화하는 현상을

기는 전선 폭발 등이 있다.

의미한다. 자연발화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은 화학변화로 생긴 산화열, 분해
열, 중합열, 흡착열 등이다.
혼촉발화(混觸發火)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이상 물질의 혼촉(사람이 전류가

유독성 Toxicity

흐르는 도체 또는 기계기구와 전기적으로 접촉한 상태인 감전과 유사)에 의해 발화되

유독성을 지닌 화학물질은 주로 경구, 접촉 및 흡입의 3가지 경로를 통해 피

는 상태를 말한다.

하, 폐, 피부, 근육, 정맥 내로 침투하고 자극, 질식, 마취 등을 유발한다. 또한
각각의 특성에 따라 기관세포에 결합해 신경계, 간, 신장, 폐, 소화기, 호흡기
등의 장애를 일으키고 암을 유발할 수 있다.

방사성 Radioactivity
방사성은 방사선을 방출하는 성질을 말한다. 인체가 방사선에 노출되면 체내
에 화학 변화를 일으켜 인체의 세포와 조직에 장애를 초래한다. 조혈 및 소화
기능 장애, 신경 및 피부 장애, 악성종양, 백혈병, 백내장 등이 대표적인 증상
이다. 방사선은 의학에서는 치료 목적으로, 농업에서는 품질개량을 위해 사용
하고 있으며, 복합화학반응의 기초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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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S 경고표지

3 위험물의 모든 것? GHS에 있다!
그림문자

2013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분류 및 표

인화성 가스 구분 1
인화성 에어로졸 구분 1, 2
인화성 액체 구분 1, 2, 3
인화성 고체 구분 1, 2
자기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 형식 B, C, D, E, F
자연발화성 액체 구분 1
자연발화성 고체 구분 1
자기발열성 물질 및 혼합물 구분 1, 2
물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 구분 1, 2, 3
유기과산화물 형식 B, C, D, E, F

지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GHS :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hemical
Classification and Labeling)’은 UN이 정한 국제기준에 맞추어 화학물질의 유

해성과 심각성을 그림과 유해·위험문구 등으로 화학제품에 표시하도록 하
고 있다.
그동안 나라별로 동일한 위험물에 대해 다른 표지를 함에 따라 화학물질을
외국에서 수입할 경우 위험성의 정보를 전달하는데 문제가 발생해 사용자의

불안정한 폭발성 물질, 폭발성 물질 1.1, 1,2, 1.3, 1.4
자기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 형식 A, B
유기과산화물 형식 A, B

안전을 담보하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화
학물질의 분류와 표지의 통일적인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산화성 가스 구분 1
산화성 액체 구분 1, 2, 3
산화성 고체 구분 1, 2, 3

GHS 경고표지 구성항목 및 규격
구성항목

고압가스(압축가스, 액화가스, 냉동액화가스, 용해가스)

1. 명칭 (제품명 또는 물질명)
4. 유해·위험 문구

2. 그림문자
5. 예방조치 문구

3. 신호어
6. 공급자 정보

금속부식성 물질 구분 1
피부부식성/자극성 구분 1
심한 눈손상성/자극성 구분 1

규격

급성독성 구분 1, 2, 3

테트라에틸 납 (CAS No. 78-00-2)

급성독성 구분 4
피부 부식성/자극성 구분 2
심한 눈손상성/자극성 구분 2
피부 과민성 구분 1
특정표적장기독성(1회 노출) 구분 3

위험
유해위험
문구

·삼키면 치명적임 ·피부와 접촉하면 유독함 ·흡입하면 치명적임 ·피부에 자극을 일으킴
·눈에 심한 자극을 일으킴 ·암을 일으킬 수 있음 ·태아 또는 생식능력에 손상을 일으킬 것으로 의심됨
·(중추신경계)에 손상을 일으킴 ·호흡기계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장기간 또는 반복노출되면 (신경계)에 손상을 일으킴
·수생생물에 매우 유독함 ·장기적인 영향에 의해 수생생물에게 고독성이 있음

예방조치
문구

·모든 안전 예방조치 문구를 읽고 이해하기 전에는 취급하지 마시오.
·취급 후에는 손을 철저히 씻으시오. 환경으로 배출하지 마시오.
·보호장갑·보호의·보안경… 안면보호구를 착용하시오.
·즉시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오염된 모든 의복은 벗거나 제거하시오.
·흡입하면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시오.
·눈에 묻으면 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으시오. 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시오. 계속 씻으시오.
·밀봉하여 저장하시오. 용기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단단히 밀폐하여 저장하시오.
(관련 법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내용물 용기를 폐기하시오.

호흡기과민성 구분 1
생식독성 1A, 1B, 2
발암성 구분 1A, 1B, 2
생식세포변이원성 구분 1A, 1B, 2
특정표적 장기독성(1회 노출) 구분 1, 2
특정표적 장기독성(반복 노출) 구분 1, 2
흡입 유해성 구분 1, 2
수생환경 유해성 급성 1, 만성 1, 2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141 한국화학연구원(042-860-7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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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험물의 분류
화학물질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은 다양하다. 그만큼 화학물질의 위험성

“화학의 상상력은

을 분류하는 방법 또한 다양하며, 세계 각국에서 사용하는 위험물 분류 방법

안전한 실험실에서 나온다.”

역시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는 위험물을 ‘위험물의 화학적·물리적 성질, 저
장·취급 방법, 화재 발생 시 진압 및 연소 저지 방법’의 유사성에 따라 「위험
물안전관리법 시행령」에서 6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를 품명별로 다시 세
분화해서 분류하고 있다.
제1류 위험물 : 산화성 고체┃고체로서 잠재적인 산화 위험성 또는 충격에
대한 민감성을 가진 물질
제2류 위험물 : 가연성 고체┃고체로서 화염에 의한 발화의 위험성 또는 인
화의 위험성을 가진 물질
제3류 위험물 :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고체 또는 액체로서 공기
중에서 발화의 위험이 있거나 물과 접촉해 발화 또는 가연성 가스를 발생할
위험이 있는 물질
제4류 위험물 : 인화성 액체┃액체로서 인화의 위험이 있는 물질
제5류 위험물 : 자기반응성 물질┃고체 또는 액체로서 폭발의 위험이 있는 물질
제6류 위험물 : 산화성 액체┃액체로서 잠재적인 산화 위험이 있는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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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위험물
한 두 가지도 아니고
모든 위험물을 어떻게 기억하죠?

8. 과망가니즈산염류 MMnO₄
과망가니즈산칼륨 Potassium Permanganate
과망가니즈산나트륨 Sodium Permanganate

1,000 kg

2

9. 다이크로뮴산염류 MCr2O7

1,000 kg

2

50 kg
10. 그 밖에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것

300 kg

1, 2, 3

1,000 kg

그래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준비했어요.
제2류 위험물 : 가연성 고체
품명

제1류 위험물 : 산화성 고체
품명
1. 아염소산염류 MClO2
아염소산칼륨 Potassium Chlorite
아염소산나트륨 Sodium Chlorite

134

지정수량

위험등급

50 kg

1

지정수량

위험등급

1. 황화린 Phosphorus Sulfide
삼황화린 P4S3
오황화린 P2S5
칠황화린 P4S7

100 kg

2

2. 적린 Red Phosphorus

100 kg

2

3. 유황 Sulfur

100 kg

2

4. 철분 Iron Powder

500 kg

3

5. 금속분 Metal Powder
알루미늄분 Aluminium Powder
아연분 Zinc Powder

500 kg

3

6. 마그네슘 Magnesium

500 kg

3

1,000 kg

3

2. 염소산염류 MClO3
염소산칼륨 Potassium Chlorate
염소산나트륨 Sodium Chlorate
염소산암모늄 Ammonium Chlorate

50 kg

3. 과염소산염류 MClO4
과염소산칼륨 Potassium Perchlorate
과염소산나트륨 Sodium Perchlorate
과염소산마그네슘 Magnesium Perchlorate

50 kg

4. 무기과산화물 M2O2
과산화칼륨 Potassium Peroxide
과산화나트륨 Sodium Peroxide
과산화바륨 Barium Peroxide

50 kg

1

7. 인화성 고체 Inflammable Solid
메타알데하이드 Metaldehyde
제삼뷰틸알코올 tert-Butyl alcohol

5. 브로민산염류 MBrO3

300 kg

2

8. 그 밖에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것

6. 질산염류 MNO3
질산칼륨 Potassium Nitrate
질산나트륨 Sodium Nitrate
질산암모늄 Ammonium Nitrate

300 kg

2

7. 아이오딘산염류 MIO3

300 kg

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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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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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류 위험물 :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품명

제4류 위험물 : 인화성 액체

지정수량

위험등급

1. 칼륨 Potassium

10 kg

1

2. 나트륨 Sodium

10 kg

1

3. 알킬알루미늄 Alkyl Aluminium
트리메틸알루미늄 Trimethyl aluminium
트리에틸알루미늄 Triethyl aluminium

10 kg

1

4. 알킬리튬 Alkyl Lithium
뷰틸리튬 Butyl Lithium

10 kg

1

5. 황린 Yellow Phosphorus

20 kg

2

6.	알칼리금속(칼륨 및 나트륨 제외) 및 알칼리토금속 Alkali Metals
리튬 Lithium
마그네슘 Magnesium
프란슘 Francium
칼슘 Calcium

50 kg

1

7.	유기금속화합물 Organometallic Compounds(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 제외)

50 kg

2

8. 금속 수소화합물 Metal Hydride
수소화리튬 Lithium Hydride
수소화나트륨 Sodium Hydride
수소화칼슘 Calcium Hydride

300 kg

3

9. 금속 인화합물 Metal Phosphide
인화갈륨 Gallium Phosphide
인화알루미늄 Aluminium Phosphide

300 kg

3

10.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Calcium or Aluminium Carbide
탄화칼슘 Calcium Carbide
탄화알루미늄 Aluminium Carbide

300 kg

3

다이에틸텔루륨 Diethyl Telluride
다이에틸아연 Diethyl Zinc

10 kg,
11. 그 밖에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것

20 kg,
50 kg,

1, 2, 3

300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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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지정수량

위험등급

50ℓ

1

2. 제1석유류
아세톤 Acetone
휘발유 Gasoline
벤젠 Benzene
톨루엔 Toluene
폼산에틸 Ethyl Formate
피리딘 Pyridine
헥세인 Hexane

200ℓ,
400ℓ

2

3. 알코올류 Alcohols
메틸알코올 Methyl Alcohol
에틸알코올 Ethyl Alcohol
이소프로필알코올 Isopropyl Alcohol

400ℓ

2

1,000ℓ,
2,000ℓ

3

1. 특수인화물
이황화탄소 Carbon Disulfide
다이에틸에터 Diethyl Ether
아세트알데하이드 Acetaldehyde
산화프로필렌 Propylene Oxide

4. 제2석유류
등유 Kerosene
경유 Diesel Oil
폼산(의산) Formic Acid
아세트산(초산) Acetic Acid
테레핀유 Turpentine Oil
클로로벤젠 Chlorobenzene
퍼퓨랄 Furfural
스타이렌 Styrene
파라알데하이드 Paraldehyde
5. 제3석유류
중유 Heavy Oil
크레오소트유 Creosote Oil
염화벤조일 Benzoyl Chloride
글리세린 Glycerine
나이트로벤젠 Nitrobenzene
수산에틸 Ethyl Oxalate

2,000ℓ,
4,000ℓ

3

6. 제4석유류
기계유 Machine Oil
실린더유 Cylinder Oil
스핀들유 Spindle Oil

6,000ℓ

3

7. 동·식물유류

10,000ℓ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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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류 위험물 : 자기반응성 물질
품명
1. 유기과산화물 Organic Peroxide
벤조일퍼옥사이드 Benzoyl Peroxide
메틸에틸케톤퍼옥사이드 Methyl Ethyl Ketone Peroxide
과아세트산 Peracetic Acid

지정수량

위험등급

10 kg

1

4-1 제1류 위험물 : 격렬하게 연소·폭발하는

산화성 고체
산화성 고체는 제1류 위험물로 분류한다. 불연성이지만 강산화제로서 다
량의 산소를 함유하고 있어 가열, 충격, 마찰 등에 의해 분해되어 산소를 방출

2. 질산에터류
질산메틸 Methyl Nitrate
셀룰로이드류 Celluloids
나이트로셀룰로스 Nitrocellulose

10 kg

3. 나이트로화합물 Nitro Compounds
다이나이트로벤젠 Dinitrobenzene
트리나이트로페놀 Trinitrophenol
트리나이트로톨루엔 Trinitrotoluene

200 kg

4. 나이트로소화합물 Nitroso Compounds
파라다이나이트로소벤젠 Para Dinitrosobenzene
다이나이트로소레조르신올 Dinitrosoresorcinol

200 kg

2

5. 아조화합물 Azo Compounds
아조다이카본아마이드 Azodicarbonamide
아조비스아이소뷰티로나이트릴 Azobisisobutyronitrile

200 kg

2

6. 다이아조화합물 Diazo Compounds
다이아조다이나이트로페놀 Diazodinitrophenol

200 kg

2

7. 하이드라진 유도체 Hydrazine Derivatives
하이드라진 Hydrazine
티오세미카바자이드 Thiosemicarbazide

200 kg

2

8. 하이드록실아민 Hydroxylamine

100 kg

2

9. 하이드록실아민염류 Hydroxylamine Salts

100 kg

2

10. 그 밖에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것

10 kg,
100 kg,
200 kg

1, 2

1

한다. 또한 가연물과 혼합하면 격렬하게 연소 또는 폭발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2

실험실 사고 사례

“오래된 시약은 절대 주의!”

“산화성 고체의 충격에 의한 폭발”

2009년 2월 19일(목) 오전 9시 58분 경, ○○연구원. 한 연구원이 실험실 앞에서 무
기나노복합체를 제조하기 위해 준비 작업을 하던 중 폭발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
로 1명이 손과 다리 화상 등 중상을 입었고, 7백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직
접적인 사고 원인은 덩어리 형태의 어떤 실험물질에 충격을 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
졌습니다.
이 실험물질은 질산칼륨(KNO3)과 과염소산칼륨(KClO4)으로「위험물안전관리법」
제 1 류 위험물인 산화성 고체에 해당되는 물질이었는데, 주로 폭발물 제조에 이용되는
화학물질이죠. 이 물질들은 가열, 충격에 의해 폭발할 수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사전에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실험에 임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을 거치
지 않았기 때문에 폭발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제6류 위험물 : 산화성 액체
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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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

위험등급

1. 과염소산 Perchloric Acid

300 kg

1

2. 과산화수소 Hydrogen Peroxide

300 kg

1

3. 질산 Nitric Acid

300 kg

1

4. 그 밖에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것

300 k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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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적인 원인은 시약 보관을 위한 별도의 장소에 시약을 보관하지 않았기 때문이었
어요. 시약은 고체 분말 상태에서 수분 등에 의해 덩어리 형태로 변질되기 쉽기 때문에
실험실 내에 시약을 장기적으로 보관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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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염소산염류(MClO )

폭약의 원료로도 이용한다.

2

아염소산의 수소가 금속 또는 기타 양이온으로 치환된 형태의 염을 총칭하
며, 강산, 유황, 황화물 등과 접촉 또는 혼합에 의해 발화하거나 폭발한다.

아이오딘산염류(MIO )
3

아이오딘산의 수소가 금속 또는 기타 양이온으로 치환된 형태의 화합물을 총

염소산염류(MClO )

칭하며, 산화력이 강해 유기물과 혼합해 가열하면 폭발한다.

3

무색의 분말로 온수에 잘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수용액도 강한 산화력을

과망가니즈산염류(MMnO )
4

가지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상 모두 유독물에 속한다.

과망가니즈산의 수소가 금속 또는 기타의 양이온으로 치환된 형태의 화합물을

과염소산염류(MClO )

총칭하며, 과망가니즈산염류는 대체로 가열하면 분해되어 산소를 방출한다.

4

무색무취의 결정 또는 분말이며, 불용성 염 외에는 조해성이 있다. 강력한 산

다이크로뮴산염류(MCr O )
2

화제이며 수용성이 산성일 때 강한 산화성이 있다.

7

다이크로뮴산의 수소가 금속 또는 기타 양이온으로 치환된 화합물을 말한다.

무기과산화물(M O )

아닐린, 피리딘과 장기간 방치하거나 가열하면 폭발하며, 기타 가연물과 혼합

무기과산화물은 과산화수소의 수소(H) 대신 금속 등으로 치환된 화합물을 총

할 경우 가열하면 폭발한다.

2

2

칭한다. 일반적으로 불안정한 화합물이다.

4-2 제2류 위험물 : 화염에 의한 발화·인화를 조심하라!

브로민산염류 (MBrO3)

가연성 고체

브로민산의 수소(H)가 금속 또는 기타 양이온으로 치환된 형태를 브로민산염
이라 하며, 이들 염류의 총칭을 ‘브로민산염류’라 한다. 가열하면 분해되어 산

가연성 고체는 제2류 위험물로 분류하며, 화염에 의한 발화 또는 인화의

소를 방출한다.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을 말한다. 쉽게 연소하거나 마찰에 의해 화재를
일으킬 수 있고, 격렬한 발열 분해를 일으키기 쉬운 반응성 물질들이 이에 속

질산염류(MNO )
3

한다.

질산의 수소가 금속 또는 양이온으로 치환된 화합물을 총칭한다. 질산염류는
염소산염류나 과염소산염류보다 충격이나 가열에 안정한 편이어서 화약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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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 사고 사례

간 녹고 이황화탄소에는 잘 녹는다. 고온에서 탄소와 반응하면 인화성이 강한

‟아연분말에 의한 화재 사고!”

2008년 5월 9일 새벽, ◦◦대학교 화학실험실에서 아연분말과 공기의 혼합물이 발
화해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연구자가 아연과 수산화나트륨을 이용한 실험을 한 뒤, 실
험실을 정리 정돈하는 과정에서 소량의 아연분말을 휴지통에 버리는 실수를 한 거죠.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연구자의 부주의예요.

이황화탄소가 생긴다.

철분 Iron Powder
철분은 연소하기 쉬우며 가열된 철은 수증기와 반응해 수소를 발생한다. 산

연구자가 실험에 사용한 시험기기와 시약을 안전 조치 없이 일반 쓰레기통에 버린 것이

화성 물질과 혼합할 경우 가열, 충격, 마찰에 대해 대단히 민감하며, 무기과산

문제였죠. 둘째, 잘못된 폐기물 처리 방식입니다. 고인화성 화학물질인 아연은 폐기할

화물과 혼합하면 적은 양의 물에 의해서도 발화한다.

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요. 일반쓰레기를 버리는 쓰레기통은 가연성 재질인 플라스틱이
어서 화재가 확산되고 매연에 의한 2차 피해까지 이어진 겁니다.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으려면 연구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이 더욱 강화돼야 할 것
입니다.

금속분 Metal Powder
금속분은 연소되기 쉬우며 산화성이 강한 물질과 접촉하면 발화한다. 알칼리
금속, 알칼리토금속, 철분, 마그네슘분, 그리고 연소 위험성이 적은 구리분과
니켈분은 금속분에서 제외된다.

황화린 Phosphorus Sulfide

마그네슘 Magnesium

황화린에는 삼황화린, 오황화린, 칠황화린 등이 포함되며, 약간의 열에 의해

마그네슘은 가열하면 연소하기 쉽고 양이 많은 경우 순간적으로 맹렬하게 폭

서도 연소하기 쉽고 때로는 폭발하기도 한다. 또한 연소생성물은 모두 유독

발한다. 밀폐 공간에서 미세한 분말이 공기 중에 부유할 때는 스파크와 같은

하다.

점화원에 의해 분진 폭발을 일으키며, 밀폐 상태에서 산화성 고체와 혼합되
어 있을 때는 외부로부터 공기가 공급되지 않아도 온도를 높이면 발화, 폭발
한다.

적린 Red Phosphorus
암적색 분말로 비금속 원소인 적린은 황린보다 화학적으로 활성이 적고 공기
중에서 매우 안정하다. 그러나 연소하면 유독성이 강한 오산화인을 발생한다.

인화성 고체 Inflammable Solid
인화성 고체란 고형 알코올 또는 1기압에서 인화점이 40℃ 미만인 고체를 말

유황 Sulfur

한다. 열이나 불꽃에 의한 화재 위험성이 매우 높다.

유황은 연소하기 쉬운 가연성 고체로 물이나 산에 녹지 않지만 알코올에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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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격렬하게 반응해 위험성이 높다.

4-3 제3류 위험물 : 발화의 위험성,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황린 Yellow Phosphorus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은 물 반응성 물질이라고도 한다. 고

황린은 자연발화성 고체로 강한 마늘 냄새가 나며 맹독성 물질이다. 발화점이 매

체 또는 액체로서 공기 중에서 발화의 위험성이 있고, 물과 반응해 발화하거

우 낮고 화학적으로 활성이 커 공기 중에 방치하면 액화되면서 자연발화한다.

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하는 물질로서 복합적인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알칼리금속 및 알칼리토금속 Alkali Metals
칼륨 Potassium

알칼리금속은 1A족 원소 중 칼륨, 나트륨을 제외한 금속이며, 알칼리토금속

칼륨은 가연성 고체로 흡습성, 조해성이 있고, 물과 반응해 수소와 열을 발생

은 2A족 원소 중 마그네슘을 제외한 금속들이다. 알칼리금속은 산소와 친화

한다. 농도가 낮은 산소 중에서도 연소 위험이 있으며, 용융물이 피부에 닿으

력이 강하고 온도를 높이면 발화하며, 알칼리토금속은 알칼리금속에 비해 융

면 심한 화상을 입을 수 있다. 연소할 때 자극성, 유독성 가스를 발생한다.

점이 높고 활성이 약한 편이다.

나트륨 Sodium

유기금속화합물 Organometallic Compounds

가연성 고체로 가열 시 노란색 불꽃을 내면서 연소한다. 공기 중에 장시간 방

유기금속화합물은 알루미늄과 리튬을 제외한

치하면 자연발화를 일으키고 물과 격렬하게 반응해 열을 내면서 수소를 발생

금속과 유기기의 화합물로서 일반적으로

하고 발화한다.

반응성이 풍부하고 공기 중에서 자연발
화한다.

알킬알루미늄

Alkyl Aluminium

알킬기와 알루미늄이 결합된 화합물로 C4 까지의 알킬알루미늄은 양의 많
고 적음에 상관없이 공기와의 접촉으로 자동 산화되어 공기 중에서 자연발
화한다.

알킬리튬 Alkyl Lithium
알킬기와 리튬의 화합물이며 물이나 수증기와 강하게 반응하고 이산화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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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수소화합물 Metal Hydride

4-4 제4류 위험물 : 친숙함 뒤에 숨겨진 위험성,

인화성 액체

금속이 수소와 화학반응을 일으켜 수소를 머금은 상태의 화합물이다. 공기,
습기, 물과 접촉할 경우 자연발화의 위험이 있다.

인화성 액체는 제4류 위험물로 분류한다. 인화점이 실온보다 낮기 때문에
증기가 쉽게 발생하고, 생성된 증기는 공기와 만나 점화되고 연소하기 쉽다.

금속 인화합물 Metal Phosphide
금속 인화합물에는 인화갈륨, 인화알루미늄, 인화아연, 인화칼슘 등이 포함되

특수 인화물

며, 물이나 산과 반응하고 유독성을 지닌다.

특수 인화물로는 이황화탄소, 다이에틸에터, 아세트알데하이드, 산화프로필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Calcium or Aluminium Carbide

렌이 있다. 발화점과 인화점 자체가 낮아서 휘발하거나 기화하기 쉽기 때문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에는 탄화칼슘, 탄화알루미늄 등이 있으며, 탄화

에 연소, 폭발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알루미늄의 경우 제1류 위험물과 반응해 심하게 발열한다.

알코올류 Alcohols

MEMO

알코올류에는 메틸알코올, 에틸알코올, 이소프로필알코올 둥이 포함되며, 대

여기서 잠깐!

체로 휘발하기 쉽고 인화, 폭발의 위험성을 지닌다.

내 실험실의 MSDS는
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내가 실험하는 물질의 GHS는

심리와 안전

“확증편향 (Confirmation Bias)이란 ?”

심리학에서는 사람에게 확증편향이 있다고 설명해요. 확증편향이란, 자신의 생각에

에서 확인하고 실험합니다.

일치하는 정보만 중요하게 여기고 정반대 정보는 무시하는 것을 말하죠. 다시 말해, 보
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겁니다. 연구실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는 자신의 생각과 정반대의 정보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질문을 던지거나 다른 사람의 문제제기에 귀 기울여야겠죠. 나 자신과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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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석유류

제4석유류

제1석유류에는 아세톤, 휘발유, 벤젠, 톨루엔, 폼산에틸, 피리딘, 헥세인 등 인

기계유, 실린더유, 스핀들유 등이 포함되며, 인화점이 200℃ 이상 250℃ 미

화점이 -20℃ 이하이지만 비점이 40℃ 이상인 물질이 포함된다. 경우에 따라

만이기 때문에 상온에서 인화 위험은 없다. 그러나 일단 연소하면 열에 의해

특수 인화물과 같은 위험성을 지니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액체의 온도가 상승해 화재가 커질 수 있다.

제2석유류

동·식물유류

등유와 경유, 폼산과 아세트산, 테레핀유, 클로로벤젠, 퍼퓨랄, 스타이렌, 파라

동물의 지육(枝肉)이나 식물의 종자, 과육 등이 포함되며, 상온에서 인화 위험

알데하이드 등이 포함된다. 21℃ 이상 70℃ 미만으로 인화점의 범위가 넓지

은 없으나 불포화 결합이 많을수록 자연발화를 일으키기 쉽다.

만 사실상 상온에서 연소위험이 높은 편에 속한다.

4-5 제5류 위험물 : 산소를 머금어 더욱 위험한

제3석유류

자기반응성 물질

중유, 크레오소트유, 염화벤조일, 글리세린, 나이트로벤젠, 수산에틸 등이 포
함되며, 인화점이 70℃ 이상 200℃ 미만의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가열하
면 인화 위험이 높다.

자기반응성 물질은 산소를 포함하고 있어 분자 내 연소가 가능한 물질이
다. 외부로부터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도 가열이나 충격, 마찰에 의해 폭발할
수 있다. 비교적 저온에서 열분해가 일어나기 쉬워 위험성이 크다.

열에 취약한 제5류 위험물, 여름에 더 조심하라!

경기도 제2 소방재난본부는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도상승과 휴가철 안전
관리 업무 공백 등이 예상되어, 온도 상승에 민감한 유기과산화물, 질산에스
터류, 나이트로화합물 등 ‘제5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업체에 대한 특
별소방검사 등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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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조화합물 Azo Compounds
자기반응성 물질인 ‘제5류 위험물’은 분자 내에 산소를 함유하고 있어 외부
로부터 산소유입이 없어도 온도상승이나 충격 등에 의해 연소폭발을 일으킬

아조다이카본아마이드와 아조비스아이소뷰티로나이트릴 등이 포함된다. 대체
로 충격과 마찰에 안정하지만 고온에서 위험해 낮은 온도에 저장해야 한다.

수 있기 때문이다.
출처 : 전자신문(2011.8.11)

다이아조화합물 Diazo Compounds
다이아조기를 가지고 있는 화합물의 총칭이다. 열에 불안정해 가열 또는 외
부의 충격과 마찰에 의한 폭발 위험성이 높다.

유기과산화물 Organic Peroxide
과산화기를 가진 산화물을 과산화물이라 하며, 공유결합 형태의 유기화합물
에서 이 같은 구조를 가진 것을 ‘유기과산화물’이라 한다. 유기과산화물은 본
질적으로 불안정하고 자기반응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무기과산화물보다

하이드라진 유도체 Hydrazine Derivatives
하이드라진은 강한 알칼리성으로 부식성이 큰 맹독성 물질이고 흡습성이 있
다. 과산화수소와 접촉 시 폭발 위험이 있다.

더 위험하다.

하이드록실아민 Hydroxylamine

질산에스터류
알코올기를 가진 화합물을 질산과 반응시켜 알코올기가 질산기로 치환된 것을
말하며 불안정해서 쉽게 분해되고. 가열과 충격에 의해 폭발하기 쉽다.

물, 암모니아 용액, 메탄올에 잘 녹고, 벤젠, 이황화탄소, 클로로폼 등에 약간
녹는다. 금속과 접촉하면 가연성의 수소 가스를 발생하며, 가열하면 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

나이트로화합물 Nitro Compounds
유기화합물의 알킬기나 페닐기 등의 탄소원자에 나이트로기가 결합한 화합
물이다. 나이트로기가 2개 이상인 것은 폭발성을 가지며 많아질수록 연소하

하이드록실아민염류 Hydroxylamine Salts
하이드록실아민과 산 또는 염기의 중화에 의해 생성되는 화합물들은 불안정
한 결정성 고체로 흡습성을 가진다. 가열하면 폭발할 수 있고, 자극성과 유독

기 쉽고 폭발력도 커진다

성이 있어 흡입하거나 피부에 접촉하면 위험하다.

나이트로소화합물 Nitroso Compounds
산소를 함유하고 있는 물질로서 자기연소성을 지지고 있으며, 대부분 불안정하
고 빨리 연소되며 가열이나 충격에 의해 폭발할 위험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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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제6류 위험물 : 잠재적인 산화력, 산화성 액체

며 심한 열을 발생하고 종이, 나무조각과 접촉하면 연소한다.

산화성 액체는 잠재적인 산화 위험성을 가진 물질로 그 자체로 가연성을

과산화수소 Hydrogen Peroxide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산소를 발생해 다른 물질을 연소시킨다.

과산화수소는 불연성 물질이지만, 강산화성이므로 유기물 등의 가연물과
접촉하면 연소를 촉진시킨다. 혼합물질에 따라서는 발화하기도 하며, 농도

심리와 안전

66% 이상은 충격, 마찰에 의해서도 단독으로 분해 폭발 위험이 있다. 하이드

‘가짜 웃음’ 과 ‘펭귄 효과’

라진과 접촉하면 분해 폭발한다.

가짜웃음(Canned Laughter)과 펭귄효과(Penguin Effect). 이 두 가지 개념에
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로버트 치알디니의 명저 ‘설득의 심리학’에는 ‘가짜웃음’에

질산 Nitric Acid

대한 궁금증이 나와요. TV 코미디 프로에는 녹음된 가짜웃음이 많이 나오는데, 시청자

무색의 액체로 흡습성, 자극성, 부식성이 강하다. 햇빛에 의해 일부 분해하여

들은 가짜웃음이 많이 나올수록 그 프로를 즐기며 좋아한다는 것이죠. 또, 소비자심리학
에는 ‘펭귄효과’라는 개념이 있어요. 소비자들은 주변 사람들이 상품 구매하는 것을 보
고나서야 뒤따라 소비한다는 거예요. 이쯤에서 보면 가짜웃음과 펭귄효과에 있는 공통
점이 무엇인지 보일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행동할 때, 누군가의 행동

자극성의 과산화질소를 만든다. 물과 반응해 발열하며, 환원성 물질과 혼합하
면 발화 또는 폭발한다. 가연성 물질과 혼합한 상태에서 불꽃에 의해 화재 위
험이 증가하고 폭발 위험이 있다.

을 모방해서 이를 바탕으로 행동으로 옮긴다는 거죠. 설령 우리가 주체적이지 않다 해도
선택과 행동에 따른 실수 확률은 감소할 거예요.
실험실 안전은 어떨까요? 한 사람이 안전을 실천으로 옮기고, 다른 사람들이 그대로
따라하다보면 실험실 안전사고도 줄어들지 않을까요? 실험실에서는 우리도 펭귄이 되
어 보자고요.

과염소산 Perchloric Acid
무색무취의 액체로 흡습성이 강하다. 공기 중에서는 휘발성이 있어 염소 냄
새가 난다. 불연성 물질이지만, 자극성, 산화성이 매우 크다. 대단히 불안정한
강산이며, 공기 중에서 분해되고 가열하면 폭발한다. 물과 접촉 시 소리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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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안전도 배달이 되나요?
한국화학연구원의 ‘찾아가는 안전도우미’!

*다음은 실제 발생했던 사고 사례를 재구성한 것이다.

한국화학연구원

섬유강화플라스틱(FRP) 제조 장비를 설치하던 중 액상인 메틸에틸케톤퍼옥사이드(Methyl
Ethyl Ketone Peroxide)를 충전하는 과정에서 폭발이 있었다. 이 메틸에틸케톤퍼옥사이드는

사고 1개월 전에 기계를 운반하는 도중 배관의 굴곡부에 변질되어 남아 있다가 기계 가동을
위해 메틸에틸케톤퍼옥사이드를 재충전하는 과정에서 폭발했다. 이 사고로 2명이 부상하였
으며, 장비가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출처 : 연구실안전사고사례집, 교육과학기술부(2011)

안전점검 모습

찾아가는 안전도우미 키트

문제1. 위 사고의 주요 원인은 무엇일까?

우리나라 화학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화학연구원은 ‘찾

답.

아가는 안전도우미’ 활동과 연구동 내 안전교육장 설치, 화학교사 대상 안전교육
실시 등을 통해 안전의식 강화를 실천하고 있다.

문제2.	위와 같은 상황에서, 사고 방지를 위해 실험 전 연구자들이 반드시 해야 할 행동은?

매일 건물별로 지정 순회를 하는 ‘찾아가는 안전도우미’는 실험실 안전을 저해

답.

하는 요소를 사전에 발굴해 현장에서 직접 조치하고, 실험실에서 필요한 사항 등
을 접수, 청취해 신속한 조치를 하는 것을 비롯해 이를 통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

문제3. 위 실험의 주원인이 된 물질과 그 특성을 설명해 보시오.

지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답.

‘찾아가는 안전도우미’의 세부 활동은 안전 관리자와 공익요원, 전기실원이 함
께 해당건물을 순회하며 점검하고, 이때 실험실에서 필요한 안전장비 요청이 있

문제4. 위와 같은 실험을 진행할 때에 필요한 개인 보호 장구는?

을 시에 현장에서 바로 지급하는 것이다.

답.

지급 가능한 안전장비는 시약병 받침대, 진공펌프 고무받침대, 실험중 표지판,
24시간 가동표지판, 장비관리자 명함꽂이, 보안경, 위험성 스티커 외 다수이며,
정답

이밖에도 소화기, 세안장치, 비상 샤워장치, 비상 손전등 등의 실험실 내 안전장

1. 남아있는 메틸에틸케톤퍼옥사이드를 확인하지 않고 재충전함.

비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일도 하고 있다.

2. 실험 장비 설치 전 안전성 및 해당물질의 MSDS 확인 후 실험을 진행한다.

한국화학연구원의 이런 선도적인 활동에 힘입어 더 많은 기관들이 안전관리를

3. 메틸에틸케톤퍼옥사이드는 40℃ 이상 가열 시 분해가 촉진되고, 80~100℃에서 심하게 발포, 분

강화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한다면, ‘안전한 실험실’, ‘안전사고 없는 대한민국’의

해되며, 110℃ 이상 시 맹렬하게 반응해 백색연기를 발생하는 물질로 가연성 및 폭발성이 있으며

모습을 더 빨리 볼 수 있을 것이다.

눈과 피부를 손상 시킬 수 있다. 특히 과산화물(Peroxide) 계통의 화합물은 불안정하고 폭발에 민
감해 사용 시 각별한 주의와 함께 사용하는 화합물의 성질을 이해하고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4. 보호 장갑, 안전화, 앞치마, 송기 마스크, 보안경을 포함한 적절한 개인 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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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툰

최악의 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잊을 수 없는
사고가 있지. 때는 바야흐로
2013년 4월 4일 오후 4시!

내겐 잊지 못할 실험실
사고가 몇 건 있지.

왜죠?
무슨 사고였는데요?
빨리 얘기해줘요~

어떤 사고들이었어요?

먼저 2007년 불안대학교에서 일어난 황산 폭발 사고!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일곱 명이나 심한 화상을 입었어.

안 돼! 그 사건만은!

무려 네 차례의
폭발음이 들리고, 유독 가스에
다수의 사람들이 쓰러졌지.
현장을 조사해본 결과
그 가스의 정체는 너무 끔찍했어.
켁켁

2008년에도 많은
연구원들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어. 개인 보호 장구만
착용했어도 피해가 크지
않았을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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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죄송…
아까 고구마를 너무
많이 먹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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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험실 전기 · 가스 안전

2 실험실 전기사고는 어떻게 일어날까?

1 “항상 조심하라!”
전기ㆍ가스 안전은 안전한 실험의 필수 항목

실험실 사고 사례

실험 기기를 100 % 믿지 마시오!

2008년 10월 19일 오전 7시, 광주 ◦◦대학교 화학 공정 실험실에서 원인을 알 수 없
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발생 당시 같은 층 실험실에서 기숙하고 있던 대학원생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 캐번디시 연구소 입구에는 라틴어로 “Cavendo
tutus”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 그대로 옮기면 “주의를 통한 안전”, 즉, “항상

한 명이 유독가스를 흡입해 응급실로 후송됐어요.
사고 발생 전날 밤 9~10시, 실험실에서 실험을 마친 뒤, 실험시료의 건조를 위해 건조
기를 50℃로 작동시킨 채로 연구자들이 퇴실했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건조기의 온도 조

조심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절기의 고장 또는 누전 등의 전기적 원인에 의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괜찮아. 멀티 탭에 플러그 여러 개 꽂아서 사용하면 돼.”

괜찮겠지… 라는 막연한 생각과 부주의는 언제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다시

“괜찮아. 전기 스위치 부근에 옷가지, 먼지 방치해도 별일 없더라.”

한 번 명심해야겠죠?

“괜찮아. 한번쯤 중간 밸브나 용기밸브를 잠그지 않는다고 사고가
나는 건 아니야.”

누전(Electric Leakage)으로 인한 화재
실험실에서 이뤄지는 대부분의 실험은 전기와 가스를 사용한다. 따라서 위

전선의 피복이나 전기 기기의 절연물이

와 같이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안전사고로부터 자유롭지

열화되거나 기계적인 손상을 입게 되면,

못하다.

전류가 금속체를 따라 흐르지 않고 땅 위

“항상 조심하라!” 이것이야말로 실험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기와 가스 안

이라 하는데, 주변에 인화성 물질이 있을

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항상 조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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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선(Short-Circuit)으로 인한 화재

3 실험실 화재의 원인을 찾아라!

전선 피복이 벗겨지거나 전선에 못, 핀
등을 박을 때 직접 접촉하거나 낮은 저
항으로 접촉되는 경우가 있는데, 순간
폭음과 함께 스파크가 발생한다. 이때
주위에 가연성 물질이 있을 경우에는
화재가 일어나며, 전선 자체의 과열로
발화하는 경우도 있다.

실험실 사고 사례

문어발식 콘센트의 최후

2008년 10월 29일 오전 8시경, 서울의 ◦◦대학교 실험실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
했습니다. 이곳은 여러 팀이 함께 사용하는 실험실로 전기 콘센트가 부족했고, 전원 공
급 구조도 복잡했어요. 정격 용량도 모르고, 전기 사용 기구들의 정확한 전원부 위치도
모르는 상황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거죠.
사고 원인은 전기 설비의 과열로 추정됐습니다. 예상되는 화재 원인으로는 첫째, 작동
기기에 의한 전기적 아크(electric arc). 둘째, 착화물인 에어컨 뒤쪽의 전선 또는 멀티
탭 케이블 관리의 미흡. 셋째, 전기 콘센트의 부족으로 인한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과 안

실험실 안전,
스마트하게
알아보기

전 규격을 갖추지 못한 멀티 탭 사용이 지목됐습니다. 알면서도 방심하기 쉬운 전기 안

감전(Electric Shock)으로 인한 사고

전, 무서운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꼭기억하세요!

전기가 흐르고 있는 물체나 전기기계 기구
의 충전부에 사람이 접촉했을 때 전류가 인

감전사고
응급조치

체를 통해 통과하는 정도(전류크기와 통과시

실험실의 발화원

간)에 따라 화상, 근육수축, 호흡곤란, 심장

발화원이란 ‘발화의 원인이 되는 물질 또는 물체’로 기계적 발화원, 전기적 발

박동정지 등으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다.

화원, 열적 발화원 그리고 자연 발화의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인체에 가해지는 충격의 크기는 피부의

기계적 발화원으로는 충격, 마찰, 단열압축, 전기적 발화원으로는 전기적

건조도와 전원에 접촉한 강도에 따라 그 영

실수, 정전기, 열적 발화원으로는 고열 표면, 용융물, 용접불꽃 등이 포함되며,

향이 다르게 나타난다. 피부가 건조하고 전

자연 발화는 쓰레기에 의한 발화 등이다.

원에 약하게 닿을 때는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아서 큰 위험이 없다. 그러나 땀
에는 이온이 있어서 전류가 잘 흐르기 때문에 피부가 땀이나 물에 젖어 있으

전열기┃용접기, 소독기, 전기난로, 전기다리미, 전기항온기, 전기부화기, 전

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기건조기 등
출처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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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선┃배전선, 인입선, 옥내외선, 배선접속부 등의 배선과 스위치, 자동개폐
12.분전반 및 실험기기 접지 시설은 적합한가?

기, 접속기, 멀티콘센트, 전기 측정기 등

실험실 안전,
스마트하게
알아보기

13.차단기 용량은 적합한가?

누전 부위의 가연성 물질┃벽, 함석판, 금속판, 파이프 등의 접속부

14.차단기가 과부하 접속되어 있지 않나?
출처 :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미래창조과학부(2013)

정전기┃고무 피막기, 롤러, 관로 중의 유동 액체, 분체 마찰 등에 의한 정전
전기사고 예방

기 스파크
출처 : 한국전기안전공사 안전지침

4 실험실 전기사고를 예방하려면?
실험실에서
가장 먼저 수강해야 할 과목은

예방과 점검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안전’입니다.

실험실 전기 안전 점검 체크리스트
1. 분전반 내 각 회로별 명판이 부착되어 있나?
2. 분전반 내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 등 절연 덮개가 부착되어 있나?
3. 고용량 기기가 단독 회로로 구성되어 있나?
4.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접속되어 있지 않나?
5. 전선 피복이 노후되거나 손상되지 않았나?
6. 전기 배관은 잘 정리되어 있나?
7. 연구실 내 개인 전열기를 사용하고 있지 않나?
8. 전기 충전부가 노출되어 있지 않나?
9. 방폭전기설비 설치는 적정한가?
10.차단기와 퓨즈의 성능은 적합한가?
11.분전반 내 차단기(배선용, 누전용)설치와 관리는 잘 되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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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배관은 잘 정리되어 있나?

분전반 내 각 회로별 명판이
부착되어 있나?

분전반 내 절연효과가 있는
덮개가 부착되어 있나?

분전반 및 실험기기
접지 시설은 적합한가?

차단기의 성능, 용량은 적합한가?
과부하 접속되어 있지 않나?

연구실 내 개인 전열기를
사용하고 있지 않나?
전선 피복이 노후되거나
손상되지 않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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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되어 있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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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열사고┃물리적 또는 화학적인 현상으로 인한 가스용품 또는 가스시설의

5 실험실 가스사고는 왜 일어나는가?

파열

실험실 사고 사례

실험 장비를 가동시킬 땐 절대 자리를 비우지 마시오!

2009년 7월 4일 오전 4시경, 대전의 ◦◦대학교 실험실. 한 연구원이 10 ml 정도 부

6 실험실 가스사고를 예방하려면?

피의 수소저장장치에서 탄소나노튜브 0.5 g을 측정하던 중에 폭발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수소저장장치에 보관되어 있는 수소가스가 누출되어 폭발이 일어난 것이죠.
연구자가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장시간 실험 장비가 가동됐고, 실험 장비의 안전점

가스 안전 사용법

검을 실시하지 않아 실험 장비의 고장이나 오작동을 미리 확인하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

1. 가스용기 충전기한이 지나지 않았나?

이었습니다.

2. 가스용기는 잘 고정되어 있나?

역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사실, 기억해주세요!

실험실 안전,
스마트하게
알아보기

3. 가스용기가 직사광선이나 고온에 노출되지 않았나?
4. 가스용기 밸브 보호캡이 설치되어 있나?
5. LPG 및 아세틸렌용기 역화방지장치가 부착되어 있나?
6. 가스 배관에 명칭, 압력, 흐름 방향 등이 기입되어 있나?

가스 사고의 종류

7. 가스 배관 및 부속품이 부식되지 않았나?

누출사고┃배관이나 가스 용품이 부식되거나 충격 등에 의해 손상되어 발생

가스용기
설치 방법

8. 가스호스 T형 연결을 사용하고 있나?
9.	용기, 배관, 조정기, 밸브 등에서 가스가 누출되지는 않나?

화재사고┃가스 연소기의 과열이나 고장 등에 의해 가스가 누출되고 이로 인

10. 가연성·조연성 가스가 혼재되어 있지 않나?

한 화재 발생

11.	가연성·독성가스용기 등 가스용기 보관 및 관리 가 잘 되고 있나?

가스용기
배치 방법

12.	미사용 가스배관 방치 및 가스배관 말단부 막음 조치 상태는 양호한가?

폭발사고┃누출된 가스가 인화해 폭발 또는 폭발 후 화재 발생

13. 가스배관 충격방지 보호덮개가 설치되어 있나?
14. 가스누출 경보장치가 설치되어 있나?

중독사고┃보일러, 온수기 등의 불완전연소 및 배기가스의 역류로 인한 일

15.	독성가스 중화·제독 장치 설치 및 작동상태 가 양호한가?

산화탄소(CO) 중독 등

출처 :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미래창조과학부(2013)

산소 결핍(질식)사고┃가스가 누출된 공간에 일정 시간 머무르거나 가스 흡입

가스 누출
경보장치와
감지기

으로 인한 산소 결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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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낸 뒤에 모포 등으로 보온한다.

7 가스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법

	의식이 없어 호흡에 장애가 있으면, 심장 마사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가연성 가스가 누설되었을 때

신속히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후송하고 의사의 지시를 받는다.
출처 : 소방방재청 국가화재정보센터

콕, 중간밸브 및 용기밸브를 잠근 후에 창문과 출입문을 열고 환기를 시킨다.
화기를 멀리하고 전기기구를 절대로 만져서는 안 된다. 스파크가 발생해 폭
발이 일어날 수 있다.
가스 공급업소에 연락해 누설 부위에 대한 응급조치를 받는다.

가스 용기는 왜 서로 다른 색상으로 되어 있을까?
화재 및 폭발이 발생했을 때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르면, 가스 용기에 생길 수 있

	콕, 중간밸브 및 밸브(LPG : 용기 밸브, LNG : 메인 밸브) 등을 잠그고 신속히 안

는 부식 등을 방지하기 위해 외면에 도색을 하고, 충전가스의 명칭을 표시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현장에 도착한 응급조치반에게 잠그지 못한 가스밸브 등의 시설 상태를 알

수소

주황색

아세틸렌

황색

질소

회색

액화 석유가스

회색

액화 암모니아

흰색

호흡을 멈추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는다.

액화 염소

갈색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 대피하도록 한다.

액화 탄산가스

청색

려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독성가스가 누설되었을 때

수소

액화
석유
가스
질소

실험실 안전,
스마트하게
알아보기

액화
암모
니아

아세
틸렌

액화
염소

액화
탄산
가스

간이
산소호흡기

그 지역을 벗어나되 바람이 부는 반대방향으로 대피한다.
높은 지대로 대피한다.
폭발사고

피해자 발생 시 응급조치
	즉시 피해자를 바람의 반대방향으로 대피시키고 옷이나 피부에 유해물질
이 부착되거나 흡착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유해물질이 옷이나 피부에 묻었을 경우 즉시 옷을 벗기거나 피부를 잘 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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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일상점검표

연구실 표준안전 점검표 (전기전자 안전)
연구실 일상점검표

기관명

결
재

연구실명
구분

연구실 표준안전 점검표 (전기전자 안전)
안전관리 담당자

연구실책임자

부서명

안전

양호

점검항목

불량 미해당

실험기기의 누전보호장치 사용 여부
누전보호장치의 정상 동작 여부

전기

접지형 콘센트를 사용, 전기배선의 절연피복 손상 및 배선정리 상태

실험기기의 접지 상태

안전

기기의 외함접지 또는 정전기 장애방지를 위한 접지 실시 상태

배선기기의 규격제품 사용 상태

전기 분전반 주변 이물질 적재금지 상태 여부

전기전자

MSDS 비치, 화학물질 성상별 분류 및 시약장 등 안전한 장소에 보관 상태

안전

화공

소량을 덜어서 사용하는 통, 화학물질의 보관함․보관용기에 경고표시 부착 여부

안전

실험 폐액 및 폐기물 관리상태(폐액분류표시, 적정용기 사용, 폐액용기 덮개 체결 상태 등)

습기 물기에 의한 전기기기의 보호 상태

전기기기의 과부하, 발열, 변색 여부
각종 안전장치의 정상동작 여부

소화기 표지, 적정소화기 비치 및 정기적인 소화기 점검 상태

노후 전기설비의 누전, 합선, 감전사고 방지를 위한 개·보수 여부

비상구, 피난통로 확보 및 통로상 장애물 적재 여부

전기전자설비의 보호설비 적절성 및 상태의 양호성

소화전, 소화기 주변 이물질 적재금지 상태 여부

전기전자설비 충전부의 절연 상태

가스 용기의 옥외 지정장소보관, 전도방지 및 환기 상태

안전

배선의 과열, 손상, 접속불량 여부

배선기기의 고정 상태

발암물질, 독성물질 등 유해화학물질의 격리보관 및 시건장치 사용여부

가스

보완사항

분전반 잠금장치 상태, 충전부 노출보호(은폐)

위험설비 부위에 방호장치(보호 덮개) 설치 상태

사용하지 않는 전기기구의 전원투입 상태 확인 및 무분별한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여부

안전

양호 불량

분전반 접지 상태

기계기구 회전반경, 작동반경 위험지역 출입금지 방호설비 설치 상태

소방

점검 결과

점검사항

분기 배선의 과열, 변색, 과부하 여부

기계 및 공구의 조임부 또는 연결부 이상 여부
기구

점검일

분전반 차단기 동작 과열, 변색, 접촉 불량

연구실험실내 흡연 및 음식물 섭취 여부
안전수칙, 안전표지, 개인 보호 장구, 구급약품 등 실험장비(흄 후드 등) 관리 상태

기계

연구책임자

점검 결과

점검 내용
연구실험실 정리정돈 및 청결상태

일반

호실

가스 용기 외관의 부식, 변형, 노즐잠금상태 및 가스용기 충전기한 초과 여부

전자파 발생장치의 문 개방 시 장치의 동작 멈춤 여부

가스누설감지경보장치, 역류/역화 방지장치, 중화제독장치 설치 및 작동 상태 확인

전자파 발생장치의 접지상태

배관 표시사항 부착, 가스사용시설 경계/경고표시 부착, 조정기 및 밸브 등 작동 상태

전기전자설비의 정기점검 기록부 유지관리 여부

주변화기와의 이격거리 유지 등 취급 여부
미생물 취급 및 보관하는 장소에 생물재해(Biohazard) 표시 부착 여부
생물
안전

실험실 구역 관계자외 출입금지 구분 및 손 소독기 등 세척시설 설치 여부
주사기, 핀셋 등 미생물 취급기구 별도 폐기 및 폐기용기 덮개 설치 상태

※특이 사항 :
* 상기 내용을 성실히 점검하여 기록함.

점검자 :

점검자 :

( 서명 )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고시, 2013.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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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배관 충격방지 보호덮개가
설치되어 있나?

가스 배관에 명칭, 압력,
흐름 방향 등이 기입되어 있나?

용기, 배관, 조정기, 밸브 등에서
가스가 누출되지는 않나?

가스용기가 직사광선이나
고온에 노출되지 않았나?
LPG 및 아세틸렌용기
역화방지장치가 부착되어 있나?

가스용기 밸브 보호캡이
설치되어 있나?

가스용기는
잘 고정되어 있나?

가스 배관 및 부속품이
부식되지 않았나?

가스용기 충전기한이
지나지 않았나?

가스누출 경보장치가
설치되어 있나?

174

가연성·조연성 가스가
혼재되어 있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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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실험실 상황에서 적절한 대처요령을 찾아보세요.
문제1.

흄 박사는 가스를 이용한 기기로 실험을 하고 있다. 그런데 잠시 화장실을 다
녀온 사이, 가스가 조금씩 누설되고 있었다. 사용하던 가스는 가연성 가스! 흄
박사는 어떤 응급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답.

문제2.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독성 가스가 누설되었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
가?
답.

정답

1. → 콕, 중간밸브 및 용기밸브를 잠근 후 창문과 출입문을 열고 환기를 시킨다.
	→ 화기를 멀리하고 전기기구를 절대로 만지지 않는다.
	→ 가스공급업소에 연락해 누설 부위에 대한 응급조치를 받는다.
2. → 호흡을 멈추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는다.
	→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 대피하도록 한다.
	→ 그 지역을 벗어나 바람이 부는 반대방향으로 대피한다.
	→ 높은 지대로 대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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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툰

전기와 연애의 공통점

연애할 때

연애할 때

아~ 덥다 더워!!
너무 뜨거우면 터져요.
과열 금지!!

한 사람에게 집중하세요.
문어발, 양다리 연애 금지!!

실험할 때

실험할 때

실험실에서도 마찬가지
절대 과열금지!

실험할 때도 마찬가지!
멀티 콘센트 문어발식
확장은 금지!

연애할 때

연애할 때

아무데서나
스파크 금지!

가~
가란 말이야!!!

실험할 때

떠날 때에는 쿨~하게!
이별은 깨끗하게!

실험할 때

실험실도 마찬가지!
떠날 때는 깨끗하게!
정리정돈은 확실히!

실험실에서도 마찬가지!
스파크는 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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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실험실 안전 동영상 목록
아래는 한국화학연구원이 제작한 실험실 안전 동영상 목록입니다. 본문 중 QR 코드를 스
마트폰으로 스캔하면 해당 동영상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부록
실험실 안전 전체 동영상

부록

구분

내용

QR 코드

1

실험 준비

40쪽

2

화학물질 보관

44쪽

3

환기식 시약장

45쪽

4

안전캐비닛 사용법

45쪽

5

개인보호장구

52쪽

6

보안경 사용법

53쪽

7

실험복 착용법

54쪽

8

보호 장갑 사용법

54쪽

9

토시, 앞치마 착용법

54쪽

10

안전화 착용법

54쪽

11

마스크 사용법

56쪽

12

귀마개 사용법

58쪽

13

세안장치 사용법

60쪽

14

비상 샤워장치 사용법

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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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소화전 사용법

61쪽

16

화재대피 요령

61쪽

17

소방담요 사용법

61쪽

18

완강기 사용법

61쪽

19

소화기 사용법

62쪽

20

소방용모래 사용법

62쪽

21

화학물질 취급

94쪽

22

시약 운반과 고정

94쪽

23

시약병 표기법

94쪽

24

물리적·화학적 화상 대응 요령

96쪽

25

액체화합물누출(흡착제_펜스)

98쪽

26

실험 후 정리

105쪽

27

실험 폐기물 처리법

112쪽

28

감전사고 응급조치

162쪽

29

전기사고 예방

165 쪽

30

가스용기 설치 방법

169쪽

31

가스용기 배치 방법

169쪽

32

가스 누출 경보장치와 감지기

169쪽

33

간이 산소호흡기

171쪽

34

폭발사고

171쪽

부록 2

실험실 안전 관련 주요 법령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주요 사항

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 목적

○ 2005.3.3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 동법 시행령 2006.3.31. 제정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 목적
-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연
구실 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자원을 효율적
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과학기술 연구개발 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

나 주요내용

○ 연구주체의 장의 책임
-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유지 및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연구실의 안전환경
을 확보할 책임을 진다.
○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지정 및 업무
-	연구주체의 장은 해당 대학연구기관 등의 상시 연구활동종사자가 300명 이상인 경
우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중 1명 이상으로 하여금 규정된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
여야 한다.(1,000명당 1명의 안전환경관리자 지정의무화)
○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 연구활동종사자를 합한 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 작성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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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안전관리비 예산반영

○ 연구실 안전관리비 예산의 반영
- 인건비 총액의 1퍼센트 이상 2퍼센트 이하의 금액을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함.

바 보험가입 및 건강검진

○ 보험가입
-	상해 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
여야 한다.

다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 사망의 경우에는 1인당 1억원을 지급

○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안전환경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연구실안전관

○ 보험가입의 보고
-	보험의 내역을 매년 4월 30일까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회 위원은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및 연구실책임자, 연구활동종사자 등으로 구

제출하여야 한다.
○ 건강검진의 실시
-	유해물질 및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일반건강검진과 특수건

성한다.

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1년 1회 이상)

-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의결된 내용을 연구활동종사들에게 신속히 알려
야 한다.

라 안전점검

○ 안전점검의 실시 시기
- 일상점검 :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매일 1회 실시
- 정기점검 : 매년 1회 이상 실시
-	특별안전점검 : 치명적인 위험이 있을 경우 및 연구주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 실시
○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 연구실은 2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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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중대 연구실 사고

○ 중대 연구실사고의 정의
- 사망 또는 후유장애 부상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사고
-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사고
- 부상자 또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 동시에 5명 이상 발생한 사고
○ 중대 연구실사고 등의 보고
-	중대 연구실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전화, 팩스, 전
자우편이나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연구활동종사자가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은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연구실 사고조사표를 작성하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아 의무 안전교육 시간

○ 연구활동종사자 교육, 훈련의 시간 및 내용
- 정기 교육 훈련 : 반기별 6시간 이상
- 신규채용에 따른 교육 훈련 : 8시간 이상
- 특별안전교육 : 2시간 이상(과제내용 변경시 등)

2 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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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your Life with

Chemistry!

한국화학연구원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을 이끌고 있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화학연구원은 대덕연구단지내 위치하여 쾌적한 근무환경과
우수한 연구인력 및 인프라를 기반으로 국가화학산업을 선도하는
세계일류 공공연구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분야
친환경 화학공정 기술 개발
그린화학 촉매·공정 원천기술
석유대체 원료 이용 화학제품 전환기술
온실가스 저감 및 활용 기술

고부가가치 화학소재 개발
태양전지, 연료전지, 이차전지 원천소재
IT 산업용 첨단 화학소재

질환치료 신물질 개발
고령화 시대 대응 혁신 신약 개발
신약 평가시스템 구축 및 운영

Bioplastic
친환경 논제초제
(어독성 Ⅱ급) 친환경 논제초제
(어독성 Ⅱ급)

신성장동력 융합화학기술 개발
바이오매스 기반 산업용 소재
천연물 기반 작물보호제 기술

한국화학
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