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수칙
➊ 실험실에서는 지도 교사의 허락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
지시되지 않은 실험을 하거나 지도 교사 없이 단독으로 실험하지
않는다.
➋ 실험실에는 적절한 환기시설을 해야 하며, 실험실에 비치된
소화기, 비상샤워기, 눈세척기, 흄후드, 환풍기, 전기차단기,
비상문 등의 위치를 확인한다.

과학실험 안전사고,
이렇게 예방하고 대처해요!

➌ 실험실에서는 항상 실험복과 보안경을 착용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적절한 마스크, 장갑을 착용한다.
➍ 긴 머리는 묶고, 발을 노출시키지 않는 신발을 착용하며
콘택트렌즈는 착용하지 않는다.
➎ 실험실 내에서는 잡담을 하거나 뛰는 등의 장난을 치지 않는다.
➏ 실험 중에는 무단으로 자리를 이탈해서는 안 되며, 부득이하게
이탈할 경우에는 안전조치 및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➐ 실험실 내에서 음식을 먹거나 음료수를 마시는 일이 없도록
하며 실험과 관계없는 물품은 반입하지 않는다.
➑ 유리기구를 사용할 때 주의한다.
➒ 알코올램프 대체 교구 사용을 권장하며 알코올램프 사용 시
경각심을 가지고 반드시 지도 교사의 지시를 따른다.
➓ 불이 잘 붙는 인화성 물질을 취급할 때에는 열원을 멀리해야 한다.
모든 시약은 유독하다고 간주하고 모든 실험 재료는
지시하지 않는 한 맛보거나 냄새를 맡거나 먹거나 마시지
말아야 하며 맨손으로 만지지 말아야 한다.
시약은 사용법과 안전사고 예방책에 대한 교사의 설명을 들은 후
사용하며, 시약병을 실험실 내에서 함부로 들고 다니지 않는다.

초등용

젖은 손으로 전기 기구나 전선을 만지지 않는다. 전기 기구를
사용할 실험실 테이블은 건조한 상태를 유지한다.
전기배선작업이 필요한 실험을 할 때는 전선피복의 벗겨짐이나
공구 파손으로 인한 부상이나 감전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화재, 감전, 약품흡입사고가 발생하면 소리쳐 알리고 다른 사람
들이 사고 장소를 피해 신속히 비상구를 통해 대피하도록 한다.
실험 전후에 각자의 실험대 주변 정리정돈을 철저히 한다.
검사재료, 고체 찌꺼기, 깨진 유리, 실험할 때 나온 다른
폐기물은 각각 지정된 폐기물통에 넣어야 하며, 실험 물품이나
시약은 실험실 밖으로 반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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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실험실 안전사고, 이렇게 대처해요!
➊ 전기 기구의 고장을 발견하거나 위험을 느꼈을
때는 즉시 선생님이나 주변 학생들에게 알린다.

➎ 큰불이 났을 경우 소화기로 불을 끄며 화재경보기를
울리고 119에 신고한다.

➋ 다른 학생이 감전되었을 경우 전원을 내리고
재빨리 전기기구와 분리시키며 119에 신고한다.

➏ 화재가 클 경우 몸을 낮춘 상태에서 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고 비상대피로를 통해 밖으로
나간다.

➌ 감전으로 학생의 의식이 없을 경우 안전한 바닥에
눕히고 119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➍ 화재가 발생할 경우 ‘불이야’라고 외쳐 선생님과
다른 학생들에게 상황을 알리고, 젖은 걸레나
실험복 등으로 덮어서 끈다.

알콜램프가 넘어져 불이 붙었을 때
➊ 당황하지 말고 “불이야”라고 외쳐 선생님과 다른
학생들에게 상황을 알리고 질서를 지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
➋ 화재가 크지 않은 경우 주변의 실험기구나
시약병을 치우고 우선 젖은 걸레나 실험복, 모래
등으로 덮는다.
➌ 화재가 클 경우 복도에 있는 화재경보기를
울리고 119에 화재 신고를 한다.
➍ 연기가 날 경우 몸을 낮춘 상태에서 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고 비상대피로를 통해 밖으로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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➐ 화상을 입었을 경우 차가운 물로 씻고 열기를 식힌 후
즉시 선생님께 상황을 알리고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조치한다.

➒ 상처가 났을 때 피가 나면 소독용 에탄올로
소독한 후 깨끗한 천으로 눌러 지혈하고 보건실
이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다.
➓ 어지러움을 느끼면 선생님과 다른 학생들에게
상황을 알리고 옷을 느슨하게 하고 편한 의자에
앉거나 눕는다.
옷에 불이 붙으면 물에 젖은 실험복으로 덮어서
불을 끈다.

➑ 유리기구가 깨진 경우 교사에게 알리고 교사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유리 기구가 깨졌을 때
➊ 유리 기구가 깨진 경우에는 다른 학생들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유리 조각은
깨끗하게 치워서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➋ 약품이 들어 있는 채로 깨진 유리는 선생님의
지시에 따른다.

넘어지거나 미끄러졌을 때
➊ 물이나 자극성이 적은 비누로 깨끗이 씻고 잘
건조시켜 상처 부위를 깨끗하게 한다.
➋ 유리 파편에 의한 외상 시에는 빨리 119나
보건 교사에게 신고한다.

상처가 났을 때
➊ 물이나 자극성이 적은 비누로 깨끗이 씻고 잘
건조시켜 상처 부위를 깨끗하게 한다.
➋ 유리 파편에 의한 외상 시에는 빨리 119나 보건
교사에게 신고한다.

출혈이 있을 경우
➊ 피가 나오지 않게 깨끗한 패드나 천, 거즈 등으로
상처 부위를 누른다.
➋ 큰 출혈은 응급요원이 올 때까지 환자를
편안하게 눕히고, 피가 흐르는 부위를 계속
누르고 있도록 한다.
이때 지혈대는 쓰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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