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실험실 안전사고 예방 안내
화학물질 안전사고
화학물질 사고의 특징
●

화학물질 사고 발생시 대량피해로 확대될 수 있고 2차 피해가 발생 될 가능성 높음
- 누출+화재, 화재+폭발, 누출+폭발 등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며, 자연재난, 사회재난, 화학사고 등 발생 후 2차
화학사고 발생 가능성 존재

화학물질 사고 사례
사례 1

사례 2

사고 장소

○○○대학교 나노결정재료 연구실

사고 일시

2018. 10. 10.(수) 20:00경

사고자

화공생명공학과 대학원생 1명

사고 경위

로켓추진제 실험 중 과염소산 암모늄이 폭발

사고 원인

위험물 취급 부주의

사고 부위

얼굴 표면의 30%이상, 2도 화상

사고 장소

○○○대학교 바이러스면역학 실험실

사고 일시

2016. 04. 12.(화) 19:00경

사고자

생명공학과 대학원생 1명

사고 경위

실험

도중 알콜램프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램프 내 에탄올 폭발

사고 원인

위험물 취급 부주의

사고 부위

하체 부위의 2도 화상

화학물질 취급시 주의사항
01

화학물질 위헙 요인 숙지

02

화학물질 성상별 보관

03

사용 되는 위험물질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착용

교육시설재난공제회는 2020년 12월 4일부터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04

화학물질에 대한
응급조치 요령 숙지

대학실험실 안전사고 예방 안내
폐기물 안전사고
지정폐기물(화학) 사고의 특징
●

폐유, 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 처리과정에서 화재 또는 폭발의
발생 가능성
- 다량의 유해성분이 포함되어 있고, 운반이나 처리과정에서 다른 폐기물 또는 물질과 반응하여 화재 또는 폭발 가능성 존재

지정폐기물(화학) 사고 사례
사례 1

사례 2

사고 장소

○○○대학교 교육관 화학실험실

사고 일시

2017. 11. 29.(수) 12:30경

사고자

과학교육과 대학원생 등 14명

사고 경위

폐액통 교체를 위해 폐액보관용 통 정리 중 폭발

사고 원인

위험물 취급 부주의

사고 부위

안과질환, 귀통증

사고 장소

○○○대학교 동물발생생리학 실험실

사고 일시

2017. 06. 26.(월) 11:10경

사고자

생명과학과 대학생 5명

사고 경위

폐시약

정리 중 폐산통이 폭발

사고 원인

위험물 취급 부주의

사고 부위

안면부의 화상 및 손가락 골절, 안과질환

지정폐기물(화학) 취급시 주의사항
01

화학물질 위헙 요인 숙지

02

폐기물 분리 보관

03

사용 되는 위험물질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착용

교육시설재난공제회는 2020년 12월 4일부터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04

화학물질에 대한
응급조치 요령 숙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