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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소 접촉 재난 행동강령 

 

배경: 

 

염소는 녹황색 빛을 띄는 독성 화학물로 표백제와 비슷한 쓴 향이 나며 염소에 

노출되었을 시 호흡기에 자극 및 염증을 야기할 수 있다. 높은 압력 아래 또는 

낮은 온도에서 염소는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 공업활동에 사용되며 가정제품에서 

흔히 발견될 수 있는 염소는 다른 화학물과 섞였을 시 폭발성과 가연성을 띄게 

된다. 염소 접촉으로 인한 부작용에대한 치료제나 치료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필요에 따라 보충적 산소가 공급되어야하며 즉각적으로 치료를 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의료진이 상태 악화를 위해 증상들을 치료할 것이다. 

 

염소의 위험성: 

 염소는 가스 상태로 공기 중으로 확산될 수 있으며 이에 노출될 경우 
치명적일 수 있다.  

 공기 중으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 

 기체 상태의 염소는 공기보다 무겁기때문에 지상에 더 가까이 머문다. 

 액체 상태의 염소는 방출되어 수도와 식료품을 오염시킬 수 있다.  

 염소는 1, 2 차 세계대전에서 화학 무기로 사용되었다. 
 

염소 접촉의 증상: 

 

염소 접촉으로 인한 증상은 염소에 노출된 정도와 시간에 따라 다르다. 염소에 

고도로 노출 되었을 경우 눈과 피부에 화상을 입을 수 있으며 폐부전 또는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염소 접촉의 부작용:  고도 염소 접촉의 부작용:  

 인후염 

 기침 및 흉부에 조여드는 느낌 

 눈과 피부에 자극 

 눈과 피부에 화상 

 가빠지는 호흡과 숨 쉬기가 힘들어 

짐에 따라 쌕쌕거리는 소리. 

 피부가 푸른색을 띔 

 폐에 액체가 축적되거나 통증 발생. 

염소에 노출되었을 경우: 

€ 염소가 방출되었던 구역을 벗어나 

깨끗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간다. 

€ 만약 외부에서 염소에 노출되었을 

경우 염소는 공기보다 무거워 

지상에 가까이 머무르므로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 

€ 염소가 방출되었던 구역을 벗어나 

깨끗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간다. 

€ 만약 외부에서 염소에 노출되었을 

경우 염소는 공기보다 무거워 

지상에 가까이 머무르므로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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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실내에서 노출되었을 경우 

즉시 건물을 벗어난다. 

€ 의류와 보석류를 벗는다-

오염되었을 수 있다. 

€ 머리 위로 당겨 벗어야 하는 옷의 

경우 잘라낸다. 

€ 만약 염소를 섭취하였을 경우 

구토를 유발하거나 음료를 

섭취하지 않는다. 

€ 즉시 치료를 받는다. 

€ 몸 전체를 비누와 물로 씻는다.  

€ 만약 실내에서 노출되었을 경우 

즉시 건물을 벗어난다. 

€ 의류와 보석류를 벗는다-

오염되었을 수 있다. 

€ 머리 위로 당겨 벗어야 하는 옷의 

경우 잘라낸다. 

€ 의류를 가방이나 봉지에 담고 

가능하면 밀봉한다. 

€ 자극된 눈을 물에 10-15분 동안 

씻는다. 

€ 청각이 손상되었을 경우 

[number]로 전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