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고지 내용>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서식]

위해관리계획
고지서
사업장
상호(명칭)
사업장
위치(주소)
사업장
대표전화

서울특별시 강북아리수정수센터
경기도 남양주시 경강로 682 (와부읍 도곡리 1124)
02) 3146-5234
종류

유해화학물질
취급정보

이 고지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라
지역사회 내에서 운영 중인 사업장에서 취급되는 유해화학물질 정보와 화학사
고 발생 시, 행동 요령 등을 지역주민에게 알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
니다

유해성
사고위험성
영향 범위
방제장비
보유현황

염소가스
① 염소가스를 흡입하면 호흡곤란, 두통, 현기증, 피부의 청색화, 폐손상, 심장
질환 등을 일으킬 수 있음.
② 피부와 접촉하면 심한자극, 물집과 동상이 생길 수 있음.
③ 눈과 접촉하면 눈물이 계속 나고, 화상의 발생할 수 있음.
④ 코와 입으로 섭취하면 화상, 위통, 쇼크, 심장박동이 불규칙해 짐.
염소가스 독성물질 흡입(코,입) 및 피부노출 등으로 인한 중독사고
남양주시 와부읍 일대
자동흡수중화설비 3식, 소석회 살포기 3대, 용기응급조치세트 2대,
가스누출검지설비 3세트, 공기호흡기 6대, 염소가스용방독면 9개,
보호장화·보호장갑·보호의 5세트

① 사업장 내 및 인근 사업장 – 상황실의 방송, 싸이렌, 문자메시지 발송
② 유관기관 – 비상연락체계에 따른 기관별 담당자 유선연락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
경보 전달방법 ③ 주 민 – 와부읍 주민센터에 유선연락하여, 마을방송을 통해 1차 실내대피를 안내
하고, 대규모 피해예상시 집결지 대피 및 언론 등을 통한 사고상황 전파진행

구분
조건

실내대피

독성물질 영향으로 인명피해 위험, 취수장
누출 사고로 최악의 영향범위를 초과할 우
센터 내 사상자 발생 및 2차 피해 위험
려가 있는 경우:실내대피 후 사고영향범위
시:화학물질 노출시간이 비교적 짧은 경우
확산으로 피해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단시간 누출 후 차단)

① 지역주민 : 해당건물 내

장소 ② 강북통합취수장 : 관리동

사고 발생시
대응정보

방법 도보이동(3분 이내) 또는 개인차량
행동
요령

행동
요령

비상연락
기관 및
전화번호

집결지대피(소산)

1. 누출된 사고현장 접근금지
2. 창문, 출입구, 외부공기와 통하는
설비(공조기, 에어컨, 환풍기 등) 가동을
중지할 것
3. 수건, 마스크 등으로 코, 입을 막은
상태로 대피할 것(방독면 제공시 착용)
4. 차량을 이용하여 대피하는 경우 창문을
닫고 에어컨 등을 끈 상태로 이동할 것
5. 안전한 곳으로 대피 후 비눗물로
샤워를 한 후 오염된 의복을 교체할 것
6. 실내대피를 우선으로 하며 상황에 따라
집결지 대피를 실시할 것

①
②
④
⑤

① 1차 대피장소:
② 2차 대피장소:
실내대피장소에서
되는 버스에 탑승

도곡리종점 차고지
강북아리수정수센터
개인차량 또는 제공
이동(6분)

1. 누출된 사고현장 접근금지
2. 우의나 비닐로 유해화학물질의 직접
피부접촉을 금지함
3. 수건, 마스크 등으로 코, 입을 막은
상태로 대피할 것(방독면 제공시 착용)
4. 대피방향은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신속하게 대피할 것
5. 대피하려는 방향에서 유해가스가 날아
오는 경우 직각방향(좌우 90도)으로
이동할 것
6. 차량을 이용하여 대피하는 경우 창문을
닫고 에어컨 등을 끈 상태로 이동할 것
7. 안전한 곳으로 대피 후 비눗물로
샤워 후 오염된 옷/신발 등을 교체할 것

남양주소방서 : 031-590-2114 / 구리소방서 : 031-570-6120
남양주경찰서 : 031-579-2114 ③ 남양주시청 : 031-590-2114
인근주민센터(와부읍) : 031-590-2621
환경유역환경청 : 031-790-2474 ⑥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 1644-9118
210㎜×297㎜[백상지 8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