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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M을 통한 소화약제 위험성 평가에 관한 연구

Risk Assessment of exposure to the extinguishing agents using CHARM

조중래*·정태환**

Jung Rae Cho* and Tae Hwan Jung**

요 약 최근 소화약제 취급 관련 중독사고가 다발하고 있다. 산업이 발전하고 건물이 고층화됨에 따라 다양한 소화약제가

개발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화약제의 안전한 사용의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화약제(HCFC-

123, HFC-125)에 대한 화학물질 위험성평가를 안전보건공단에서 개발한 CHARM기법을 통해 실시해보았고, 의미 있는 결

과를 얻을 수 있었다. 동 연구 자료가 향후 화학물질 안전관리 체계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핵심용어 소화약제, 중독, 화학물질, CHARM, 위험성평가

ABSTRACT Recently chemical intoxication related with the use of chemical extinguishing agents occurs frequently. With the

industrialization, high-rising of building and increase of fire risk, we use the various extinguishing agents and the safe use become

important. In this study I carried out the risk assessment of representative chemical extinguishing agents (HCFC-123, HFC-125) using

the CHARM and got the meaningful qualitative outcome.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the risk assessment of chemicals was

conducted using CHARM, chemical risk assessment tool.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s will be utilized as the basic data

for the national chemical safety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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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청정소화기 제조업체에서 소화약제(HCFC-123) 취

급 중 간 독성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 안

전보건공단 정밀재해조사 결과에 의하면 사망원인은 간

독성물질인 소화약제 성분 HCFC-123의 노출에 기인된 것

으로 추정하였다. HCFC-123 소화기(이동식)는 청정소화

기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국내 백화점, 대형마

트 등 공공장소 대부분에 비치되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

다. 국내에는 청정소화약제를 비롯해 할로겐화합물소화약

제, 강화액소화약제 등 소화약제들이 화재특성에 따라 다

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최근 발생한 소화약제(HCFC-123)의

경우 화학물질 취급에 따른 위험성을 확인하지 않고 부주의

하게 사용함(환기설비 미 설치, 보호구 미 착용, 물질안전

보건자료(MSDS) 교육 미 실시 등)에 따른 안전사고로서

화학물질위험성평가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사례로 볼 수

있다. 국내에는 4만 여종 이상의 화학제품들이 사용되고

있으나, 제대로 된 화학물질의 사전 위험성 확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 가습기살균제, 메탄올 취급 근로자 시

신경장해, 소화약제 취급 근로자 간 독성 사망사고 등 최근

발생한 화학물질 사고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인지

하지 못한 상태에서 화학물질의 오사용에 따른 화학물질

중독사고 사례로 볼 수 있다. 독성학자 Paracelsus (Paracelsus,

1493~1541)는 “모든 화학물질은 독(Poison)이다. 중요한 것은

양(Dose)이다”1)라고 주장하였다. 모든 화학물질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유해성(독성)이 있으므로, 취급 화학물질이

노출기준(인체 허용 가능한 농도)이하로 인간에게 노출되

도록 함이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화학물질의 위험성(Risk)은

화학물질이 가진 유해성(Severity)과 노출수준(Probability)

에 따라 결정되며 유해성(독성)을 확인하고 노출기준에 따

른 적정수준(농도)으로 관리한다면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위험성=유해성×노출수준). 본

연구에서는 안전보건공단에서 개발한 화학물질 위험성평

가기법인 CHARM(Chemical Hazard And Risk Management)을

*안전보건공단 전북지사 과장 Manager, KOSHA(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E-mail: dirtyboy100@kosha.or.kr)

**안전보건공단 전북지사 과장 Manager, KOSHA(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1)Toxicological Sciences, Vol53,  Issue1,  January 2000, Paracelsus: Herald of Modern Toxic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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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하고 본 기법을 통한 소화약제 위험성평가와 화학물

질 안전취급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본 론

2.1 이론적 배경

HCFC-123(2,2-dichloro-1,1,1-trifluroethane)은 냉매, 소화

약제 등의 용도로 국내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할

로겐화합물로서 최근 HCFC-123 소화약제 제조사업장(충

진 공정)에서 급성간염에 의한 사망사고 원인물질이기도

하다. HCFC-123 관련 화학물질 사고는 과거에도 있어왔지

만 국내에서는 HCFC-123의 우수한 성능(소화·냉각 성능)

으로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HCFC-123의 직업적 노출과 관련하여 안전보건공단에서

사망재해조사를 실시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이다. 첫 사례는

2011년 대형마트 지하 냉동기실에서 냉매(HCFC-123)교체

작업 중 4명이 중독(질식)으로 사망하는 사고였으며, 이번

소화약제 제조업체에서의 간독성 사망사고가 두 번째이다.

국내외 논문에서도 HCFC-123관련 간 독성 사례들을 보여

주고 있는데 일본에서2) 1997년 8월 냉매제조업체에서 냉

매(HCFC-123) 투입작업 근로자 14명 중 4명의 근로자에서

발생한 급성간염 사례와 국내에서3) 24세 남자 근로자가 중

앙냉방공급실에서 냉매교체 작업 중 급성간염 발생 사례

이다. 

국내에서는 4만 여종의 화학물질이 유통되고 있으며 산

업현장 및 가정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화학물질의 유해성

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로 사용하여 화학물질 중독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화학물질의 유해성은 화학물

질을 제조하는 제조사에서 그 유해위험성(물리적, 건강, 환

경 위험성)을 평가하고 이와 관련한 안전한 사용방법에 대

한 제공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통해 알 수 있다.

하지만 다양한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확인하기란 쉽지 않다.

고용노동부에서는 화학물질 등을 포함한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재해예방대책으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2017-36)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위험성평가제도는

사업장에서 유해위험요인(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등)을

스스로 파악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

이며, 이 중 유해위험요인으로 화학적 인자는 물질별 세부

적인 평가의 어려움이 있어 별도의 위험성평가 매뉴얼을

개발하여 활용토록하고있다.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노출수

준을 연계한 화학물질 위험성평가도구로서 고용노동부 산

하 산업재해예방기관인 안전보건공단에서(KOSHA) 화학

물질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성평가도구로 개발한 것

이 CHARM(Chemical Hazard And Risk Management)이다.

CHARM은 영국보건안전청 HSE(Health and Safety Executive)

에서 1974년 화학물질의 유해성(독성)과 노출수준(하루 취

급량, 분진 비산성, 증기 휘발성 등) 자료를 이용하여 화학

물질의 위험성을 평가하는 Control Banding기법을 토대로

안전보건공단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이다. CHARM을 통한

화학물질 위험성평가는 화학물질의 노출수준(사용량, 고

유특성,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결과 등)과 유해성(물

질안전보건자료, 노출기준 등)의 조합에 의해 위험성 등급을

결정하는 정성적 위험성 평가기법이다. 이 기법은 공단에서

구축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데이터베이스와 자동

연계된 시스템으로서 사용자가 간단 화학물질정보를 입력

하게 되면 화학물질의 위험성이 자동으로 평가되는 것이

다(위험성 = 노출수준 × 유해성). 평가결과 높은 위험성을

가진 경우 유해성 저감, 노출수준 저감 등을 통해 위험성을

낮추어야 할 것이고 세부적인 대책수립은 화학물질 제조

사에서 제공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자료를 활용하

면 된다(환기 등 공학적 대책, 적정 보호구 등).

*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란 화학물질의 명칭,

구성성분, 건강 유해성·물리적 위험성 등, 취급 시 주의사

항 등을 설명한 자료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CHARM 프로그램과 관련

한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① 위험성: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건강장해가 발생할 가능

성(노출수준)과 건강에 영향을 주는 정도(유해성)의 조합

② 노출수준: 화학물질이 근로자에는 노출되는 정도(가능성)

- 작업환경측정결과, 하루 취급 량, 비산성, 휘발성(증기

압) 등을 통해 산정

③ 유해성: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의 고유한 성질

(중대성)

- 노출기준(TWA), 위험문구, 유해위험문구 등 정보 활용

하여 산정

④ 위험문구(R-phrase): 유럽연합(EU)의 Dangerous Substances

Directive 규정에 따라 화학물질의 고유 유해성을 나타내는 문구

⑤ 유해·위험문구(H-code):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기준의 유해성·

위험성 분류 및 구분에 따라 정해진 문구로 적절한 유해정

도를 포함하여 화학물질의 고유한 유해성을 나타내는 문구

국내의 화학물질은 GHS MSDS에 의해 유해·위험성을

평가·분류(물리적 위험성, 건강 유해성, 환경 유해성)되어

관리되고 있다. 공단에서는 화학물질별 MSDS자료를 DB

화하여 온라인을 통해 제공되고 있으며 CHARM의 핵심이

바로 공단물질안전보건자료의 연동이라 할 수 있다.

화학물질의 위험성평가는 화학물질의 유해성(독성)과

노출수준을 조합하여 위험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안전보건

2)Takebayashi et al., 1999, Acute Liver Dysfunction Among Workers Exposed to

HCFC-123, Applied Occupational and Environment Hygiene
3)정경숙, 안연순, 고문수 등. 클로로포름 및 HCFC-123에 의한 독성 간염. 대

한직업환경의학회 학술대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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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에서는 화학물질 위험성평가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CHARM(Chemical Hazard And Risk Management)기법을

개발하여 사업장에 제공하고 있다. 이용방법은 공단 위험

성평가 홈페이지에 접속(http://kras.kosha.or.kr) 후 사용이

가능하다(사용 매뉴얼 제공). CHARM 기법은 공단에서 제

공하는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자료(MSDS Database)를 통

해 독성정보를 자동으로 불러들여 유해성(독성)을 평가하

고 평가자는 화학물질의 노출수준(량)을 직·간접적으로 평

가한 후 화학물질 취급으로 인해 예측 가능한 위험성을 평

가하게 되는 것이다.

2.2 청정소화약제 위험성 평가

2.2.1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모델

HCFC-123 등 화학물질의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아래 그림과 같은 모델을 가정하여 화학물질이 실내 공간에

확산되어 근로자(시민)에게 노출된다고 가정하였다. 공간

의 조건은 HCFC-123 등 화학물질 발생량, 환기상태(환기

팬, 창문 개방 등) 등을 조건으로 하였다. 즉, 화학물질을 취

급하는 실내 공간의 조건에 따라 노출농도의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2가지 형태의 화학물질에 대

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였는데 첫 번째는 화학물질 노출

기준과 작업환경측정결과가 있는 경우이며, 두 번째는 노

출기준과 작업환경측정결과가 없는 경우 두 가지 경우에

대해 실시하였다. 물론, 실내 공간의 화학물질 농도는 화학

물질 반응관련 방정식(이상기체방정식 등)을 활용하여 산

출도 가능하다(사용량, 증발량, 공간 부피 등 자료 활용).

본 연구는 실내 공간(작업장)에서 소화약제 노출정도(농

도)에 따른 화학물질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함이다. 위

와 같은 실험모형과 같은 공간 내부에 소화 약제(HCFC-

123) 등 화학물질을 일정량 분사한 후 노출량을 결정하고

(측정, 계산 등을 통한 노출량 산정가능) 화학물질 위험성

평가기법 CHARM을 통해 유해성(독성)자료와 조합하여

현재 실내 공간의 화학물질 위험성을 최종 평가하게 된다.

화학물질위험성평가는 유해성과 노출수준의 조합을 통

해 아래와 같이 평가할 수 있다. 화학물질(소화약제) 2종에

대한 평가 실시하였다. 유해성은 화학물질의 독성 정도를

Table 1. HCFC-123, HFC-125 Toxicity(MSDS)

물질명 구성성분 (CAS No) 유해성 그림문자 노출기준

HCFC-123

2,2-dichloro-1,1,1trifluoroethane

(306-83-2)

·심한 눈손상성/자극성: 구분2

·특정표적장기독성(1회 노출): 구분1(간 독성)

·특정표적장기독성(반복노출): 구분1(간손상)

· 국내: 기준 없음

· 미국: 50 ppm

□ 유해성(독성) 자료(HCFC-123)_MSDS자료

- 노출기준: 국내 및 ACGIH 기준 없음, WEEL(AIHA) : 50 ppm(8 hr)

※ AIHA: 미국위생협회

- 유해위험문구: H319, H370, H371, H372, H412, H420

HFC-125

Pentafluoroethane(354-33-6) ·심한 눈손상성/자극성: 구분2 기준 없음

□ 유해성(독성) 자료(HFC-125)_MSDS자료

- 노출기준: 기준 없음

- 유해위험문구: H280, H319

 

 

Fig. 1. Risk assessment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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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하는 것으로 화학물질별 설정 노출기준(Exposure Standard),

기타 독성정보(유해위험문구 등)등을 토대로 평가되며, 노

출수준은 작업환경측정결과(Measurement result) 및 취급

조건(사용량, 비산정도, 환기상태 등) 등을 토대로 평가가

이루어진다.

위험성(Risk) =유해성(Severity) ×노출수준(Probability)

2.2.2 화학물질(HCFC-123, HFC-125) 유해성(독성) 평가

1) HCFC-123 유해성(toxicity)

MSDS자료 유해성(독성) 자료(노출기준, 유해위험문구

등)를 통해 유해성(독성)점수 2점으로 평가됨

2) HFC-125 유해성(toxicity)

MSDS자료 유해성(독성) 자료(노출기준, 유해위험문구

등)를 통해 유해성(독성)점수 1점으로 평가됨

2.2.3 노출수준(량) 평가(exposure)

노출수준의 평가는 노출기준과 작업환경측정결과(작업

장소의 화학물질 농도)가 있을 경우와 측정결과가 없을 경

Fig. 2. Chemical risk assessment model

Table 2. Risk calculation method

Risk Severity × Probability

① Measurement result - Exposure standard(○) Measurement result(1~4) × 50ppm

② No Measurement result - Exposure standard(○) Amount used, Volatility etc. × 50ppm

③ No Measurement result - Exposure standard(×) Amount used, Volatility etc. × 50ppm

Table 3. Classification criteria for chemical exposure(Severity example)

Level Contents
Exposure criteria

Dust Vapor

1 Skin or eye irritation 1~10 mg/m3 less than 50~500 ppm less than

2 One time exposure risk 0.1~1 mg/m3 less than 5~50 ppm less than

3 Severe irritation and corrosion 0.01~0.1 mg/m3 less than 0.5~5 ppm less than

4 Very toxic to single exposure 0.01 mg/m3 under 0.5 ppm under

Table 4. Determine exposure level rating based on measurement result (Probability example))

Level Contents

1 Less than 10% chemical exposure level

2 chemical exposure level 10~50%

3 chemical exposure level 50~100%

4 chemical exposure level exceeded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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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두 가지 형태로 분류하여 이루어진다.

1) 작업환경측정결과가 있는 경우_HCFC-123(노출기준

TWA = 50 ppm)

- 노출기준 대비 초과 비율(노출수준 %)을 통해 노출수

준 등급 평가

2) 작업환경측정결과가 없는 경우_HFC-125

- 화학물질 취급량(kg, l), 분진비산성(입경, 중량, 기류 등),

증기휘발성(끓는점, 증기압 등)을 통해 평가

2.2.4 위험성평가 결과 산출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노출수준 평가결과가 조합되면 최

종적으로 위험성평가 결과가 산출된다. 화학물질 위험성

평가는 4(유해성)×4(노출수준) 매트릭스(Matrix)로 위험성

을 평가하게 된다. 화학물질위험성평가 기법(CHARM)을

Fig. 3. HCFC-123 Toxicity result

Fig. 4. HFC-125 Toxicity result

Table 5. HCFC-123 exposure result

측정치 노출기준 노출수준 측정치 노출기준 노출수준

30 ppm 50 ppm 3 100 ppm 50 ppm 4

10 ppm 50 ppm 2 70 ppm 50 ppm 4

5 ppm 50 ppm 1 50 ppm 50 ppm 3

1 ppm 50 ppm 1

Table 6. HFC-125 exposure result

취급량 사용온도 끓는점 노출수준

1000L 20 oC -48 oC 3

300L 20 oC -48 oC 3

100L 20 oC -48 oC 3

50L 20 oC -48 oC 3

10L 20 oC -48 oC 3

5L 20 oC -48 oC 3

1L 20 oC -48 oC 2

Table 7. HCFC-123 Chemical Risk result (Measurement result ○)

유해성 노출수준 위험성 평가결과

2 4 8(높음)

2 4 8(높음)

2 3 6(높음)

2 3 6(높음)

2 2 4(보통)

2 1 2(낮음)

2 1 2(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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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대표 청정소화약제인 HCFC-123, HFC-125에 대한 화

학물질 위험성평가를 실시해 보았다. CHARM기법의 장점

은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되는 방대한 양의 MSDS 데이터

베이스의 활용이라 할 수 있다. 즉,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평가자는 사용 중인 화학물질의 노출수

준(량) 자료를(측정결과나 취급량 등) 입력하기만 하면 되

는 것이다. 100% 완벽한 정량평가는 아니지만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이라는 목적에는 충분히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결과 평가점수가 허용수준 이상일

경우(보통 이상)에는 유해성 및 노출수준 저감 등의 작업

환경개선활동을 통해 위험성을 낮추도록 해야 한다.

2.2.5 위험성평가 저감 대책

화학물질 위험성을 감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선의 방

법은 유해물질(HCFC-123, HFC-125 등)의 유해성을 저감

시키는 것이다. 이는 물질의 제거 및 변경을 통해 가능하다.

다른 대책으로는 노출수준(량)을 감소시키는 방안이다. 노

출량을 낮추는 방법은 격리, 환기 등의 공학적인 개선방안

과 보호구착용,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유해성 주지 교

육 등을 활용할 수 있다.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대부분의 현

장에서 화학물질의 제거 및 변경 단시간에 적용되기가 어

려우며 장기적인 대책수립을 통해 가능하다. 

화학물질 위험성평가결과 보통이상의 위험성을 가진 화

학물질 취급 장소에서는 아래와 같은 개선활동을 통해 노

출수준 또는 유해성을 감소시켜 위험성을 저감시켜야 한

다. 개선대책의 우선순위는 화학물질 제거 → 화학물질 대

체 → 공정변경 → 격리(차단, 밀폐) → 환기장치 설치 및

개선 → 보호구 착용 등 관리적 개선의 순으로 진행함이 기

본원칙이다. 

3. 결론 및 제언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증가로 인해 야기되는 화학물질

중독 사고를 효율적으로 예방·관리하기 위해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성평가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는 소화약제(HCFC-123, HFC-125)의 위험성을 공단에서

제공하는 CHARM(화학물질 위험성평가기법)을 활용해

정성적으로 평가해보았다. CHARM은 공단의 화학물질 유

해위험성 정보자료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DB자료

Table 8. HFC-125 Chemical Risk result (Measurement result ×)

유해성 노출수준 위험성 평가결과

1 3 3(보통)

1 3 3(보통)

1 3 3(보통)

1 3 3(보통)

1 3 3(보통)

1 3 3(보통)

1 2 2(낮음)

 

Table 9. Needs to be improved through the Risk result 

 

Fig. 5. Method to lower the exposure level of chemic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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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연동시켜 유해성정보를 확인하고 작업환경측정결과,

취급조건에 따른 노출수준을 평가 후 최종 위험성을 결정

되게 되는 것이다. 안전한 화학물질의 사용을 위해서 화학

물질 사용 전 위험성평가는 필수적이다. 공단의 물질안전

보건자료(MSDS) DB에는 국내에서 사용 중인 대부분의

화학물질에 대한 자료가 관리되고 있어 소화약제에 대한

위험성평가 뿐 아니라 산업현장,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대

부분의 화학물질의 위험성의 평가가 가능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시도된 바 없는 소화약제 등 화학물질

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시도했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동 자

료가 향후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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