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행동요령
1. 유해위험물질 취급정보
유해위험물질

CAS NO.

소화가스

74-82-8

철-킬레이트 액상촉매

10102-17-7

탄산나트륨

497-19-8

유해성
인화성 가스
고압가스
피부 부식성

57-13-6

천연가스

8006-14-2

보일러플러스(P-301)

10124-56-8

탈산제(OMEGA 4)

7631-90-5

▷ 극인화성 가스
▷ 고압가스 포함 ; 가열하면 폭발 할 수 있음
▷ 피부에 자극을 일으킴

심한 눈 손상성

▷ 눈에 심한 손상을 일으킴

급성 독성

▷ 눈에 심한 손상을 일으킴

심한 눈 손상성
피부 부식성

요소수

유해위험문구

심한 눈 손상성

▷ 호흡기계 자극을 일으킴, 흡입하면 유해함
▷ 피부에 자극을 일으킴
▷ 눈에 심한 자극을 일으킴

생식세포 변이원성

▷ 호흡기계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특정표적장기 독성

▷ 유전적인 결함을 일으킬 것으로 의심됨

인화성가스
고압가스

▷ 극인화성 가스
▷ 고압가스 포함 : 가열하면 폭발 할 수 있음

심한 눈 손상성

▷ 눈에 심한 손상을 일으킴

호흡기 과민성

▷ 흡입시 알레르기성 반응, 천식 호흡곤란

호흡기 과민성

▷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

피부 과민성

▷ 흡입시 알레르기성 반응, 천식 호흡곤란

2. 주민행동 요령
1) 부천시 하수처리장의 화재, 폭발, 누출 등 중대산업사고로 인해 경보 발령 시 전파 받은 내용을 인근
주민들에게 관련사항을 전파합니다.
2) 화재, 폭발, 누출이 발생한 부천시 하수처리장에 접근하지 않고 실내로 대피 시 아래와 같이 행동합니다.
① 사고 발생 초기에 화학물질 누출이 집중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노약자는 외부 출입을 자제하고
실내에서 머무르도록 합니다.
② 사고 장소와 인접한 지역에서는 가능한 외부와 연결된 모든 출입문을 닫고, 폭발에 대비해 창문으
로부터 떨어져서 대피합니다.
③ 휴대전화, 라디오, TV 등 통신장비를 통해 외부상황을 파악합니다.
3) 사고 규모가 확대되어 주민대피명령 발령 시 아래와 같이 행동합니다.
① 실내 및 건물의 모든 출입구와 창문을 닫고, 대피 시 전기와 가스를 끄고 신속히 대피합니다.
② 실외대피 시 내 위치를 중심으로 사고발생지역 쪽으로 바람이 불 때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대피 하며, 사고발생지역에서 바람이 불 때는 바람이 불어오는 반대방향으로 대피합니다.
③ 상황이 종료되기 전까지 외부상황을 파악하며, 반드시 관할관청 등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3. 비상연락망
부천하수운영사업소 : ☎ 032-678-4885~7
부천 소방서 : ☎ 032-683-0112
부천 오정경찰서 : ☎ 032-683-0112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 ☎ 031-230-5800
부천시 재난상황실 : ☎ 032-625-4040
경기도 수자원본부 : ☎ 031-8008-6986 (주간) , ☎ 031-8008-6920 (야간, 휴일)
부천시 하수과 : ☎ 032-625-4964
부천시 오정동 행정복지센터 : ☎ 032-320-3000
인천시 계양3동 행정복지센터 : ☎ 032-430-7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