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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장 개요 주민홍보계획

□ 개 요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의거하여 당사가 보유한 유해∙위험설비의 위험성과 피해 예측 범위를 홍보하여 비상상황 발생시

인명사고와 지역사회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사업장명 삼성전기 수원사업장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 150
(매탄동) 삼성전기

※ 사업장 배치도 좌측 참조

주요 공정

□ 인화성가스(NG)

- 1/2단지 정압기실

- 1단지 20톤 수관 보일러 2대

- 1단지 15톤 수관 보일러 1대

- 2단지 20톤 수관 보일러 1대

- 2단지 3톤 관류 보일러 3대

□ 황산 (중량비율 20%↑)

- 중앙 약품 공급실 (CCSS룸)

- 화학동 패턴/이방 도금설비 7대

- 디스미어, 박리/에칭 설비 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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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해위험물질 정보 주민홍보계획

□ 취급 물질

- 인화성가스 (NG)

- 황산(대상), 염산(비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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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상사태 발생 시 시나리오 주민홍보계획

□ 피해 영향범위 (황산, 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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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상사태 발생 시 시나리오 주민홍보계획

□ 피해 영향범위 (인화성가스_NG, 1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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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상사태 발생 시 시나리오 주민홍보계획

□ 피해 영향범위 (인화성가스_NG, 2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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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고시 지역주민 대응 요령 주민홍보계획

□ 비상대응 요령

사고

발생 시

대응정보

경보전달

방법
비상연락망(삼성전기 주요 연락망)을 통한 전달과 기관별
자체 비상방송 송출 (하부 연락망 참조)

실내

대피시

행동요령

1. 외부의 유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창문 등을 닫고
냉난방 시스템 차단 및 방송에 집중

2. 점화원(가스레인지, 전기 스위치 조작 등) 사용 금지

3. 누출 시간이 지속될 경우는 물 사용이 가능한 곳으로 대피

4. 사고가 1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비상 생활물품을 챙겨
외곽지역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준비

실외

대피시

행동요령

1. 도보로 대피하는 경우 우의나 비닐로 피부 노출을 막고,
젖은 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감싸고 대피할 것

2. 가급적 차량을 이용하여 창문을 닫고 외부 공기가 차내로
들어오지 않도록 외기를 차단할 것

3. 이동 중에 현기증 등이 발생하면 인근 건물 내부로
우선 대피하고 구급차를 요청하여 병원으로 이동

응급조치

요령

1. 흡입 시: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이동 후 신선한 공기를 호흡하고 병원으로 이동

2. 피부 접촉 시: 입던 옷을 벗고 즉시 다량의 물로 세척 후 병원으로 이동

3. 안구 접촉 시: 다량의 물 또는 생리식염수로 세척하면서 병원으로 이동

4. 섭취 시

- 환자의 의식이 있으면 물을 1,2잔 마시게 한 후 병원으로 이동 (구토 유도금지)
- 의식이 없는 경우 입으로 어떤 것도 넣지 않고, 환자의 기도를 열고

머리를 한쪽 옆으로 젖힌 뒤 몸보다 낮게 눕히고 병원으로 이동

비상연락망

전기소방대 031-210-3119

전자소방대 031-200-3119

시흥합동
방재센터

031-470-2454

수도권
중방센터

031-364-7590

영통구청
031-228-8321,
031-228-8585

가스안전공사 031-259-3500

원천119
안전센터

031-8012-9531
~9535

한강유역
환경청

031-790-2890

원천동
주민센터

031-228-8686

매탄3동
주민센터

031-228-8649

매탄4동
주민센터

031-228-86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