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관리계획
고지서

동 고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 42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 항에 따라 지역사회 내에서 운영중인 사업장에서 취급
되는 유해화학물질 정보와 화학사고 발생시 행동요령 등을
지역주민에게 알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SK 종합화학 주식회사

사업장 상호(명칭)
사업장 위치(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신여천로 2

사업장 대표전화

[전화번호 : 052-208-3363 (담당자 : 오태규)]
종류

유해화학물질
취급정보

유해성

사고위험성

1)
2)
3)
4)
5)

피부 부식성 물질
조직 및 점막 손상
피부 접촉시 강한 부식 또는 화상을 일으킴
흡입시 화상,부식, 기관지 부종 증상을 일으킴
안구 노출시 각막 혼탁, 빛에 민감, 화상,부식

누출 등으로 물과 반응을 통하여 인화성 가스 발생가능

영향범위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 장생포동/선암동/여천동 일대

방제장비
보유현황

1) 소방차 11 대 – 고압의 물을 분사하여 화재 진압
2) 화학차 5 대 – 고압의 물 및 폼을 분사하여 화재 진압
3) 전면형 호흡 보호구 및 내산 안전장갑/보호의
4) 방제사 5 톤 – 하천 유입의 조기차단

경보
전달방법

사고 발생시
대응정보

황산

행동요령

비상연락
기관 및
전화번호

1)
2)
1)
2)

마을방송-주민자치센타를 통한 연락 및 안내
SMS 를 통한 연락 및 안내
대피장소 : 야음초/도산초등학교
사고 발생시 주민대피요령 :
- 누출 초기엔 자택 및 건물내부에서 대피하다가 마을방송,
전화 또는 SMS 등으로 집결지 대피를 안내할 경우는 인근
야음초/도산초등학교로 이동
3) 응급조치요령 :
- 신선한 공기,적절한 장비를 이용한 인공호흡
- 다량의 물과 비누를 사용하여 15 분 정도 세척
4) 주민대피 경로 및 장소 :
- 1 차 : 실내대피 ⇒ 2 차 : 야음초/도산초등학교
1)
2)
3)
4)
5)
6)
7)

소방서(119)
낙동강유역 환경청(055-211-1603)
울산광역시 남구청 환경관리과(052-226-5761)
울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052-228-5868)
울산대학교 병원 (052-250-7000)
당사 비상연락번호(052-208-2040)
울산 남부경찰서(052-208-0381)

위해관리계획
고지서

동 고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 42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 항에 따라 지역사회 내에서 운영중인 사업장에서 취급
되는 유해화학물질 정보와 화학사고 발생시 행동요령 등을
지역주민에게 알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SK 종합화학 주식회사

사업장 상호(명칭)
사업장 위치(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신여천로 2

사업장 대표전화

[전화번호 : 052-208-3363 (담당자 : 오태규)]
종류

유해화학물질
취급정보

유해성

사고위험성

포름알데히드
1)
2)
3)
4)

발암성물질, 급성독성물질
눈에 자극적이고 흐릿한 시야 및 시력 손상
흡입시 메스꺼움,설사,기침,기관지염,폐렴,혈뇨 등을 일으킴
피부에 자극적이며 접촉시 화상,피부염,알레르기 반응

포름알데히드 누출 등으로 인한 화재/폭발

영향범위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장생포동/선암동/수암동/대현동/신정 4 동/달동/삼산동,
울주군 청량면 일대

방제장비
보유현황

1) 소방차 11 대 – 고압의 물을 분사하여 화재 진압
2) 화학차 5 대 – 고압의 물 및 폼을 분사하여 화재 진압
3) 전면형 호흡 보호구 및 안전장갑/보호의
4) 방제사 5 톤 – 하천 유입의 조기차단

경보
전달방법

1) 마을방송-주민자치센타를 통한 연락 및 안내
2) SMS 를 통한 연락 및 안내 (모니터 요원 및 주요 단체장)

사고 발생시
대응정보
행동요령

비상연락
기관 및
전화번호

1) 대피장소 : 격동/삼신/덕신초등학교,방어진고등학교
2) 사고 발생시 주민대피요령 :
- 누출 초기엔 자택 및 건물내부에서 대피하다가 마을방송,
전화 또는 SMS 등으로 집결지 대피를 안내할 경우는 인근
격동/삼신/덕신초등학교,방어진고등학교로 이동
3) 응급조치요령 :
- 신선한 공기,적절한 장비를 이용한 인공호흡
- 다량의 물과 비누를 사용하여 15 분 정도 세척
4) 주민대피 경로 및 장소 :
- 1 차 : 실내대피 ⇒ 2 차 : 격동/삼신/덕신초등학교,방어진고등학교
1) 소방서(119)
2) 낙동강유역 환경청(055-211-1603)
3) 울산광역시 남구청 환경관리과(052-226-5761)
4) 울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052-228-5868)
5) 울산대학교 병원 (052-250-7000)
6) 당사 비상연락번호(052-208-2040)
7) 울산 남부경찰서(052-208-0381)

위해관리계획
고지서

동 고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 42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 항에 따라 지역사회 내에서 운영중인 사업장에서 취급
되는 유해화학물질 정보와 화학사고 발생시 행동요령 등을
지역주민에게 알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SK 종합화학 주식회사

사업장 상호(명칭)
사업장 위치(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신여천로 2

사업장 대표전화

[전화번호 : 052-208-3363 (담당자 : 오태규)]
종류

유해화학물질
취급정보

유해성

사고위험성

사고 발생시
대응정보

톨루엔
1)
2)
3)
4)
5)
6)

발암성물질, 급성독성물질, 생식독성물질
상온에서의 증발로 흡입 위해성이 있음
흡입시 폐를 자극하여 기침,호흡곤란,폐렴 증상을 일으킴
피부에 자극을 일으킴
노출시 현기증,두통,메스꺼움 증상
장시간 노출시 중추신경 장애,혼수마비를 일으킬수 있음

톨루엔 누출 등으로 인한 화재/폭발

영향범위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 장생포동/선암동/여천동 일대

방제장비
보유현황

1) 소방차 11 대 – 고압의 물을 분사하여 화재 진압
2) 화학차 5 대 – 고압의 물 및 폼을 분사하여 화재 진압
3) 전면형 호흡 보호구 및 안전장갑/보호의
4) 방제사 5 톤 – 하천 유입의 조기차단

경보
전달방법

1) 마을방송-주민자치센타를 통한 연락 및 안내
2) SMS 를 통한 연락 및 안내

행동요령

비상연락
기관 및
전화번호

1) 대피장소 : 야음초/도산초등학교
2) 사고 발생시 주민대피요령 :
- 누출 초기엔 자택 및 건물내부에서 대피하다가 마을방송,
전화 또는 SMS 등으로 집결지 대피를 안내할 경우는 인근
야음초/도산초등학교로 이동
3) 응급조치요령 :
- 신선한 공기,적절한 장비를 이용한 인공호흡
- 다량의 물과 비누를 사용하여 15 분 정도 세척
4) 주민대피 경로 및 장소 :
- 1 차 : 실내대피 ⇒ 2 차 : 야음초/도산초등학교
1) 소방서(119)
2) 낙동강유역 환경청(055-211-1603)
3) 울산광역시 남구청 환경관리과(052-226-5761)
4) 울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052-228-5868)
5) 울산대학교 병원 (052-250-7000)
6) 당사 비상연락번호(052-208-2040)
7) 울산 남부경찰서(052-208-0381)

위해관리계획
고지서

동 고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 42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 항에 따라 지역사회 내에서 운영중인 사업장에서 취급
되는 유해화학물질 정보와 화학사고 발생시 행동요령 등을
지역주민에게 알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SK 종합화학 주식회사

사업장 상호(명칭)
사업장 위치(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신여천로 2

사업장 대표전화

[전화번호 : 052-208-3363 (담당자 : 오태규)]
종류

유해화학물질
취급정보

유해성

사고위험성

사고 발생시
대응정보

암모니아
1)
2)
3)
4)
5)

호흡기 과민성 물질, 피부 과민성 물질
호흡기 자극,화상,흉부자극,흉통,기침 등을 일으킴
안구 자극,화상,결막염,시력상실을 일으킬 수 있음
피부 자극,화상, 접촉시 동상 등을 일으킴
장시간 또는 반복노출 되면 간에 손상을 일으킴

암모니아 누출 등으로 인한 폭발

영향범위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 장생포동/선암동/여천동 일대

방제장비
보유현황

1) 소방차 11 대 – 고압의 물을 분사하여 화재 진압
2) 화학차 5 대 – 고압의 물 및 폼을 분사하여 화재 진압
3) 전면형 호흡 보호구 및 안전장갑/보호의
4) 방제사 5 톤 – 하천 유입의 조기차단

경보
전달방법

1) 마을방송-주민자치센타를 통한 연락 및 안내
2) SMS 를 통한 연락 및 안내

행동요령

비상연락
기관 및
전화번호

1) 대피장소 : 선암초/청량중학교
2) 사고 발생시 주민대피요령 :
- 누출 초기엔 자택 및 건물내부에서 대피하다가 마을방송,
전화 또는 SMS 등으로 집결지 대피를 안내할 경우는 인근
선암초/청량중학교로 이동
3) 응급조치요령 :
- 신선한 공기,적절한 장비를 이용한 인공호흡
- 다량의 물과 비누를 사용하여 15 분 정도 세척
4) 주민대피 경로 및 장소 :
- 1 차 : 실내대피 ⇒ 2 차 : 선암초/청량중학교
1) 소방서(119)
2) 낙동강유역 환경청(055-211-1603)
3) 울산광역시 남구청 환경관리과(052-226-5761)
4) 울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052-228-5868)
5) 울산대학교 병원 (052-250-7000)
6) 당사 비상연락번호(052-208-2040)
7) 울산 남부경찰서(052-208-0381)

위해관리계획
고지서

동 고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 42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 항에 따라 지역사회 내에서 운영중인 사업장에서 취급
되는 유해화학물질 정보와 화학사고 발생시 행동요령 등을
지역주민에게 알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SK 종합화학 주식회사

사업장 상호(명칭)
사업장 위치(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신여천로 2

사업장 대표전화

[전화번호 : 052-208-3363 (담당자 : 오태규)]
종류

유해화학물질
취급정보

유해성

사고위험성

사고 발생시
대응정보

벤 젠
1)
2)
3)
4)
5)
6)

발암성물질, 급성독성물질
고인화성 액체 및 증기
삼켜서 기도로 유입되면 위험할 수 있음
피부에 자극을 일으킴
호흡기계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장시간 또는 반복노출 되면 장기에 손상을 일으킴

벤젠 누출 등으로 인한 화재/폭발

영향범위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 장생포동/선암동/여천동 일대

방제장비
보유현황

1) 소방차 11 대 – 고압의 물을 분사하여 화재 진압
2) 화학차 5 대 – 고압의 물 및 폼을 분사하여 화재 진압
3) 전면형 호흡 보호구 및 안전장갑/보호의
4) 방제사 5 톤 – 하천 유입의 조기차단

경보
전달방법

1) 마을방송-주민자치센타를 통한 연락 및 안내
2) SMS 를 통한 연락 및 안내

행동요령

비상연락
기관 및
전화번호

1) 대피장소 : 선암초/청량중학교
2) 사고 발생시 주민대피요령 :
- 누출 초기엔 자택 및 건물내부에서 대피하다가 마을방송,
전화 또는 SMS 등으로 집결지 대피를 안내할 경우는 인근
선암초/청량중학교로 이동
3) 응급조치요령 :
- 신선한 공기,적절한 장비를 이용한 인공호흡
- 다량의 물과 비누를 사용하여 15 분 정도 세척
4) 주민대피 경로 및 장소 :
- 1 차 : 실내대피 ⇒ 2 차 : 선암초/청량중학교
1) 소방서(119)
2) 낙동강유역 환경청(055-211-1603)
3) 울산광역시 남구청 환경관리과(052-226-5761)
4) 울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052-228-5868)
5) 울산대학교 병원 (052-250-7000)
6) 당사 비상연락번호(052-208-2040)
7) 울산 남부경찰서(052-208-0381)

위해관리계획
고지서

동 고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 42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 항에 따라 지역사회 내에서 운영중인 사업장에서 취급
되는 유해화학물질 정보와 화학사고 발생시 행동요령 등을
지역주민에게 알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SK 종합화학 주식회사

사업장 상호(명칭)
사업장 위치(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신여천로 2

사업장 대표전화

[전화번호 : 052-208-3363 (담당자 : 오태규)]
종류

유해화학물질
취급정보

유해성

사고위험성

사고 발생시
대응정보

메탄올
1)
2)
3)
4)
5)

급성독성물질, 표적장기, 전신독성물질
흡입시 기침,두통,현기증,졸음,오심,구토,호흡부전,혼수 증상
섭취시 복통,구토,경련,무의식 증상을 일으킴
피부 접촉시 건조,홍반,탈지 증상을 일으킴
안구 노출시 충혈,통증,시력손상 및 상실

누출 등으로 공기와 결합하여 화재/폭발 가능성

영향범위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 장생포동/선암동/여천동 일대

방제장비
보유현황

1) 소방차 11 대 – 고압의 물을 분사하여 화재 진압
2) 화학차 5 대 – 고압의 물 및 폼을 분사하여 화재 진압
3) 전면형 호흡 보호구 및 안전장갑/보호의
4) 방제사 5 톤 – 하천 유입의 조기차단

경보
전달방법

1) 마을방송-주민자치센타를 통한 연락 및 안내
2) SMS 를 통한 연락 및 안내

행동요령

비상연락
기관 및
전화번호

1) 대피장소 : 선암초/청량중학교
2) 사고 발생시 주민대피요령 :
- 누출 초기엔 자택 및 건물내부에서 대피하다가 마을방송,
전화 또는 SMS 등으로 집결지 대피를 안내할 경우는 인근
선암초/청량중학교로 이동
3) 응급조치요령 :
- 신선한 공기,적절한 장비를 이용한 인공호흡
- 다량의 물과 비누를 사용하여 15 분 정도 세척
4) 주민대피 경로 및 장소 :
- 1 차 : 실내대피 ⇒ 2 차 : 선암초/청량중학교
1) 소방서(119)
2) 낙동강유역 환경청(055-211-1603)
3) 울산광역시 남구청 환경관리과(052-226-5761)
4) 울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052-228-5868)
5) 울산대학교 병원 (052-250-7000)
6) 당사 비상연락번호(052-208-2040)
7) 울산 남부경찰서(052-208-0381)

위해관리계획
고지서

동 고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 42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 항에 따라 지역사회 내에서 운영중인 사업장에서 취급
되는 유해화학물질 정보와 화학사고 발생시 행동요령 등을
지역주민에게 알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SK 종합화학 주식회사

사업장 상호(명칭)
사업장 위치(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신여천로 2

사업장 대표전화

[전화번호 : 052-208-3363 (담당자 : 오태규)]
종류

유해화학물질
취급정보

유해성

사고위험성

사고 발생시
대응정보

황화수소
1)
2)
3)
4)
5)

급성독성물질
흡입시 청색증,폐부종,기관지염,두통,의식불명
피부 접촉시 통증,간지러움,홍반,피부염 등을 일으킴
섭취시 오심,구토
안구 노출시 화상,통증,각막물집,결막염

극 인화성 물질로 누출시 화재/폭발 발생 가능

영향범위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 장생포동/선암동/여천동 일대

방제장비
보유현황

1) 소방차 11 대 – 고압의 물을 분사하여 화재 진압
2) 화학차 5 대 – 고압의 물 및 폼을 분사하여 화재 진압
3) 전면형 호흡 보호구 및 안전장갑/보호의
4) 방제사 5 톤 – 하천 유입의 조기차단

경보
전달방법

1) 마을방송-주민자치센타를 통한 연락 및 안내
2) SMS 를 통한 연락 및 안내

행동요령

비상연락
기관 및
전화번호

1) 대피장소 : 개운/대현초등학교
2) 사고 발생시 주민대피요령 :
- 누출 초기엔 자택 및 건물내부에서 대피하다가 마을방송,
전화 또는 SMS 등으로 집결지 대피를 안내할 경우는 인근
개운/대현초등학교로 이동
3) 응급조치요령 :
- 신선한 공기,적절한 장비를 이용한 인공호흡
- 다량의 물과 비누를 사용하여 15 분 정도 세척
4) 주민대피 경로 및 장소 :
- 1 차 : 실내대피 ⇒ 2 차 : 개운/대현초등학교
1) 소방서(119)
2) 낙동강유역 환경청(055-211-1603)
3) 울산광역시 남구청 환경관리과(052-226-5761)
4) 울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052-228-5868)
5) 울산대학교 병원 (052-250-7000)
6) 당사 비상연락번호(052-208-2040)
7) 울산 남부경찰서(052-208-0381)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대응 정보 요약서

이 요약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 42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 항에 따라 지역사회 내에서 위해관리계획서를 사업장의
화학사고 위험성 및 화학사고 발생 시 행동 요령 등을 지역주민에게
알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SK 종합화학 주식회사

사업장 상호(명칭)
사업장 위치(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신여천로 2

사업장 대표전화

[전화번호 : 052-208-3633 (담당자 : 오태규)]
종류

유해화학물질
취급정보

사염화티타늄

1) 삼키면 유독함
유해성

2) 흡입 후 폐 손산을 일으킴
3) 심각한 피부 화상 및 눈 손상을 일으킴

영향범위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 장생포동/선암동/여천동 일대
1) 소방차 11 대 – 고압의 물을 분사하여 화재 진압

방제장비

2) 화학차 5 대 – 고압의 물 및 폼을 분사하여 화재 진압

보유현황

3) 전면형 호흡 보호구 및 안전장갑/보호의
4) 방제사 5 톤 – 하천 유입의 조기 차단

경보
전달방법

1) 마을방송-주민자치센터를 통한 연락 및 안내
2) SMS 를 통한 연락 및 안내
1) 대피장소 : 야음초/도산초등학교
2) 사고 발생시 주민대피요령 :
- 누출 초기엔 자택 및 건물내부에서 대피하다가 마을방송, 전화

사고 발생시
대응정보

또는
행동요령

SMS

등으로

집결지

대피를

안내할

야음초/도산초등학교로 이동
3) 응급조치요령 :
- 신선한 공기,적절한 장비를 이용한 인공호흡
- 다량의 물과 비누를 사용하여 15 분 정도 세척
4) 주민대피 경로 및 장소 :
- 1 차 : 실내대피 ⇒ 2 차 : 야음초/도산초등학교

비상연락
기관 및
전화번호

1)
2)
3)
4)
5)
6)
7)

소방서(119)
낙동강유역 환경청(055-211-1603)
울산광역시 남구청 환경관리과(052-226-5761)
울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052-228-5868)
울산대학교 병원 (052-250-7000)
당사 비상연락번호(052-208-2040)
울산 남부경찰서(052-208-0381)

경우는

인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