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안전원에서이공계학생등환경안전교육대상자에

게 설문조사 한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63.89%

가‘자신에게도안전사고가발생할수있다는불안감이든

적이있다’고답하였다. A, B반은 73.19%가 사고에대한

불안감을 느꼈으나, C반의 경우는 44.6%가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느낀다고응답하여, 반특성에따라사고발생에

대한 불안감이 상반되게 나타났으나 모든 실험실에서 사

고에대한불안감을가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그림 1]. 

실습위주의 안전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

응답자의절반이상이실험실안전수칙및비상시행동요령을알고있다고응답했다. 그러나 모른다고응

답한비율도상당수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표 1] 참조). 실험실에서안전수칙과비상시행동요령에대한교

육이좀더현실적이고실습위주로진행되어응급상황에대처할수있도록해야할것으로보인다.

환경안전원

[그림 1] 수강반별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불안감

실험실안전수칙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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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강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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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체

[표 1] 수강반별 실험실 안전수칙 및 비상시 행동요령

(※괄호 안의 숫자는 각 열 내에서 해당 칸의 퍼센트 비율임. 무응답 25명)

지난 2007년 6월 7일 개원 25주년을 맞이한 우리 환경안전원은 직원 모두가 서울대학교 환경안전

문화 정착을 위하여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나아가 전국 대학 및 연구기관의 안전문화

를 선도한다는 각오로 끊임없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외형적으로는 국내 제일의 환경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평가 받고 있지만 환경안전교육이 현

장 실습교육 없이 강의실에서 이론 교육으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육의 효과가 떨어져 현장교육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았다.

따라서 현재의 이론교육과 더불어 실습 체험 학습장을 이용한 체험교육을 병행한 환경안전교육을 실시

하기 위해서는 연구실 안전실습관이 반드시 필요하며 서울대학교 환경안전원의 숙원사업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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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반1) : 미생물 및 화학약품 취급 실험실

B반2) : 화학약품 취급 실험실

C반3) : 화학약품을 취급하지 않는 전기·기계·컴퓨터 등 취급 실험실





Ⅱ. 실험안전 실습실

- 환경안전교육에서 부족한 안전관리분야의 교육을 실제로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시설

을마련한다. 

- 가스및화학약품등위해물질의누출실험을통하여개인보호장비의올바른착용법등의실습을체험하

도록한다.

소화기사용실습실 심폐소생술실습실(응급구조) 화재비상탈출실습실

[그림2] 실험안전 실습실 운용 계획도





응급구조(심폐소생술) 실습실

1. 개요

- 응급상황 발생시 시행할 수 있는 올바른 인공호흡

과 심폐소생술을 실습하고 응급상황 대처요령, 응

급구조방법등을영상과그래픽을통해교육한다.

- 안전보호구를전시하는공간을마련한다.

2. 교육목적

심정지 / 호흡불량환자의상태파악및심폐소생술

(CPR)의 체험학습

3. 시설물 구성

- 심폐소생술용마네킹(성인기본형)

- 부목, 들것

- 42″PDP 및 DVD player / 교육용영상

4. 연출시나리오

1) 영상을이용하여응급조치요령을설명한다.

2) 응급상황을설정한다.

- 호흡곤란 / 심정지상황

- 화상 / 골절 / 자상상황

3) 교육생은환자의상태를체크하고응급조치를시

행한다.

4) 진행상황을교육강사가평가한다.

가스및케미컬누출시대처요령실습실

1. 개요

가스및케미컬의누출시올바른행동절차를교육

하고클린룸에비치된개인보호구를상황에맞게착용

하는방법을보호구비치함을이용하여체험하고케미

컬에신체가노출되었을경우의대처방법을알아본다. 

2. 교육목적

유해위험물이누출되었을경우처리안전수칙및응

급대처요령을알고있다면자신및동료의피해를최

소화할수있다는것을체험을통하여인지시킨다.

3. 시설물 구성

- 화학물질의누출시행동요령그래픽설명패널

- 개인보호구및보관함

- 가스누출시와 케미컬누출시보호구를착용한

마네킹

4. 연출시나리오

- 그래픽패널을통하여유해위험물누출시행동요

령과응급대처요령을숙지한다.

- 누출 시 알맞은 보호구 착용을 보관함에서 꺼내

어착용하는실습을진행한다.

응급구조(심폐소생술) 실습실

상황별 보호구착용사례



2008 / Vol.21

환경분석 및 표준모델 실험실

1. 개요

안전체험교육관에 환경분석 및 표준모델 실험실을

설치하여 실험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시

뮬레이션을 통해 교육하고 후드, 화학약품저장고 등

실험실에서사용하는기기를설치한다.

2. 교육목적

환경분석및표준모델실험실에서는실험자들이움

직이는동선을파악하여실험기자재의효율적인배치

방법을찾아보고, 각종설비의작동방법과원리를이

해하도록한다.

또한, 실험실에서발생하는폐수및하수등을분석

하여 실험실에서의 폐수를 안전하게 분류할 수 있도

록교육한다.

3. 시설물 구성

- 실험실에구비된설비는가장효율적이고이상적

인설비를한다.

- 환경분석에필요한장비등

표준 모델실험실 필요 기자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