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염소에 대한 위해관리계획 고지서 >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서식]

위해관리계획
고지서

이 고지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라 지역사
회 내에서 운영 중인 사업장에서 취급되는 유해화학물질 정보와 화학사고 발생 시, 행동
요령 등을 지역주민에게 알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상호(명칭)
사업장 위치(주소)
사업장 대표전화

K-water 보령권관리단
충남 보령시 웅천읍 수자원공사길 98
041)939-1240
종류
염소
➊ 염소가스 흡입시 호흡곤란, 두통, 현기증, 피부의 청색화, 폐손상,
심장파손을 일으킬 수 있음
➋ 피부접촉시 심한자극, 물집과 동상
유해성
➌ 눈접촉시 눈물, 화상
➍ 섭취시 화상, 위통, 쇼크, 심장박동 불규칙
사고
염소가스 흡입 등으로 인한 중독
위헙성
영향
보령시 웅천읍 평리, 수부리, 성동리 일대 마을
범위
➊ (초동대응) 공기호흡기 3개, 격리식 방독마스크 3개, 보호의 3개,
보유장비 보호안경(장갑, 장화) 3개, 화학보호복 2개
보유현황 ➋ (누출시 초동대응) 가성소다 중화설비(1ton/hr×1대),
말소석회 살포기(25kg/hr×1대)
➊ 사 내 – 사내방송, 싸이렌, SMS 발송
경보
➋ 인근사 – 싸이렌, 유선, SMS 발송
전달방법
➌ 주 민 – 웅천읍 주민센터 유선 또는 SMS 발송, 마을방송(평리, 수부리, 성동리)
➊ 사고발생시 주민 요령
∎ 인근주민은 사고장소 근처에는 접근하지 말고 관계기관이 제공하는
정보에 따라 행동
∎ 대피시 물을 적신 수건이나 마스크 등을 이용하여 직접적으로 흡입하는
것을 막고 대피
∎ 가급적 고층건물 실내고 대피한 후 창문 및 출입문을 닫아 외부 공기
유입 차단
∎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수 샤워 및 깨끗한 옷으로 교체
∎ 화학물질에 노출되었다면 의사의 진찰이 필요
➋ 응급조치요령
행동요령
∎ 섭취 하였을 경우 : 위장세척이나 구토를 하지 않도록 하며, 즉시
의료조치를 취할 것
∎ 눈 접촉 시 : 즉시 다량의 물로 눈 세척, 긴급의료 조치를 받을 것
∎ 피부 접촉 시 : 오염된 의복과 신을 즉시 벗기고, 영향 받은 부위를 비누
또는 순한 세제와 다량의 물로 화학물질이 남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을 때까지 씻을 것
∎ 흡입하였을 경우 : 노출지역으로부터 즉시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길 것. 즉시 의료조치를 취할 것
➌ 주민 대피 경로 및 장소
∎ 1차 대피장소 : 수부초등학교
∎ 2차 대피장소 : 웅천읍사무소, 보령시 종합운동장
➊ 보령소방서(119), 웅천119안전센터(041-930-0382)
비상연락 ➋ 금강유역환경청(042-865-0700)
기관 및 ➌ 보령시 당직실(041-939-3114)
전화번호 ➍ 보령경찰서(182)
➎ K-water 보령권관리단(041-939-1240)

유해화학물질
취급정보

사고 발생시
대응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