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1 아세트알데히드 

   2 STP에서 증기밀도 = 분자량(g)/22.4ℓ = 1.964

    ∴1.96g

   3 증기비중 = 분자량/공기평균분자량 = 1.517

     ∴1.52

2. 포말, 분말, CO₂

3.  가. 백색  나. 보라색   다. 핑크색    라 회색

4. 2Na₂O₂+ 2CO₂ -> 2Na₂CO₃ + O₂

5. 3.2mm  강철판  1.5 7-Kpa 수압시험

6.요산,인산 CH₄N₄O₃(요산)  인산(H₃PO₄)

7. 4KMnO₄+ 6H₂SO₄  -> 

   2K₂SO₄+ 4MnSO₄+ 6H2O + 5O₂↑

8. 2개이상

9.삼황화인

10. 연소한계, 폭발범위, 폭발한계

11. 구조식이 좀 이상해도 봐주세요 NO3+3H2O

12.

   

1-2 (O-크실렌) 1-3(M-크실렌) 1-5(P-크실렌) 

13.마른모래 , 금속화재용 분말소화제

14. 400/200+ 500/1000 + 3000/2000 = 4배

15. PV=nRT 

 산소량:V=

   
  ×  

      × 
 ×   ×  


  

  = 33.579ℓ         

16.2Na + 2C2H5OH -> 2C2H5ONa + H₂

  A: 2C2H5ONa

  B: H₂

17. CaC₂+2H₂O -> Ca(OH)₂+ C2H₂↑

    STP에서 CaC₂64g 1몰의 C2H₂발생 22.4ℓ

    64g: 22.4ℓ = 320g : xℓ

    ∴112ℓ

18. Ca+2H₂O -> Ca(OH)₂+H₂

19. 규격: 한변이 0.3m이상 다른한변이 0.6m이상

    색깔: 바탕색황색, 문자색 흑색

20. 열분해 반응식 

    2NaHCO₃ -＞ Na₂CO3 + CO₂+H2O

 계산식: PV=nRT

V =

    
   ×  · 

    ·㎥ ×   × 
 ×  


     

21. 황린의연소반응식 P₄+5O₂-> P2O5

PV=nRT

     
  

 ×  · 
    ·㎥ ×   ×  ×   



=45.161

여기서 황린 31g 4개 있으므로 1.8Kg

황린 1몰 연소시 5몰의 산소가 필요 하므로 5를 곱합

공기중의 산소가 20V%이므로 100/20V%를 곱한 것이

다

22. 직사일광에서 분해하여 이산화질소를 발생하므로 

이를 방지하기위해 갈색병에 보관

23. 1.화기엄금  2.물기엄금, 3. 화기엄금. 4.화기엄금

24. 1.칼륨과 나트륨은 물과 접촉하여 가연성기체인 

      수소 가스를 발생하므로

    2. 칼륨과 나트륨은 물과접촉하여 급격히 발열  

       하며 발생된 수소가스는 폭발반응 하므로 

25. 제 4,5류 위험물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 혼재기준

     사이삼 , 오이사 , 육하나

26.증기밀도(g/ℓ):    ℓ 
  

     

    ∴4.11(g/ℓ)

27. 1. 1류 1000Kg        2. 2류  100kg

    3. 3류 20Kg       4. 2류 100Kg

    5. 5류 10Kg       6. 6류 300Kg  

28.Q=Cm⊿t에서 

  ×  ×           

Q=?kcal C=1kcal/Kg·℃  m=10kg  ⊿t=100℃-20℃

29. 제 5류위험물은 자기반응성물질로서 자체내부에 

산소를 함유하므로 질식소화는 부적합하다

30. 건성유: 아마인유, 들기름

    반건성유: 목화씨유, 쌀겨기름

    불건성유: 야자유, 땅콩유

31. 3.2mm이상  600ℓ이하

32.석유 , 등유, 경유, 파라핀 

33. 과염소산나트륨, NH₄ClO4

34. C2H5OC2H5

증기비중= 디에틸에테르 분자량/ 공기분자량

74/29 = 2.55

35. 리튬(Li)

36.비정계황( 고무사황)

37. 1. 2NaHCO₃ -＞ Na2CO3 + CO₂+H2O

    2. 2NaHCO₃ -＞ Na2O + 2CO₂+H2O



38.1-2-4-3

39. 칼륨, 나트륨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40.불포화결합 부분의 산화중합반응에 의한 산화열의  

   축적으로 인해서 자연 발화한다.

41. 1. 점화원으로부터 멀리하고 가열을 피한다. 

    2. 용기의 파손으로 위험물의 누설에 주의하고  

       산화제와의 접촉을 피한다. 

    3. 마그네슘, 철분, 금속분은 산이나 물의 

       접촉을 금한다

42.  1.HCN      2.200ℓ

43. 1등급 아염소산, 염소산, 과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물

    2등급 브롬산염류,질산염류,요오드산염류

44. 130이상

참고:건성유 130이상 반건성유 100~130 불건성유 100이하

45. DOP, DIDP, TCP

46. 의산(개미산, 포름산)    , R-COOH

47. 이중 3가지 이상

48.아세톤(디메틸케톤, CH3COCH3)

49. 증기밀도는 분자량/22.4ℓ 79/22.4 = 3.53g/ℓ

허용농도 5ppm   인화점 20℃

50. 인화성 및 휘발성이 강하다

    증기는 낮은 곳에 체류한다

    정전기 발생의 위험이 있다.

51. 별명:목정 인화점 11℃ 착화점 464℃ 비점 65℃

    치사량 30~100ml  최종산화물 의산 (포름산)

52. 융점 5.5℃, 인화점 -11℃ , 허용농도10ppm

    유해한도 100ppm, 

    증기비중 분자량/공기평균분자량 78/29= 2.67

    증기밀도 분자량/22.4ℓ 78g/22.4ℓ= 3.48g/ℓ

53. 1. 직사일광에 분해하여 과산화물을 발생하므로 차광병을 사용

    2. 동식물성 섬유로 여과할 경우 정전기 발생위험이 있음

    3. 증기는 마취성

54.이황화탄소

55 1급 특수인화물

    2급 제1석유류(수,비) 알코올류

    3급 제2석유류(수,비) 제3석유류(수,비) 제4석유류  

        동 식물유류

56. 0.6m이상,  0.1m이상 , 밸브 없는 통기관

57. 2cm이상, 1cm이상, 3mm이상  

58. 3.2mm   ,  0.3mm   ,   0.1m

59. 40℃이하

60. 0.5m 이상 , 내화 구조

   지정수량 40배 이하 , 3.2mm이상

61. 원통형 고정 지붕식 탱크

62. 0.5이상 3m 이하

    1m 이상

    당해 탱크의 용량의 110%이상

    당해 탱크 중 용량이 최대인 것의 100%이상

63.      ℓ×         ℓ
64. 1. 철근콘크리트 ,철골철근콘크리트, 흙담       

      2. ㄱ1.5m이상   ㄴ50m

      3. 1000만ℓ이상

      4. ㄱ0.3m이상  ㄴ0.2m 이상

65. 제2류 위험물중 유황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고체 (인화점 0℃이하)

    제1석유류(인화점 0℃이하)

    제2석유류            제4석유류

    제3석유류            동 식물유류

    제6류 위험물

66. 이연성의 위험물

    금수성의 위험물

    저인화점의 위험물

67. 위험물이 스며들지 않는 재료 사용

    적당하게 경사지게 한다

    최저부에 집유설비를 한다

68. 알칼리금속의과산화물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금수성물품

69. 10배이상, 제6류위험물

70. D(지름)= 12.56/π(3.14) D= 4

    V(부피)= π  
 

 

×에서

    V=     
 

 

×      

71. 가연물 : 연소 가능한 물질로서 산화되기 쉬운물질 

    산소공급원: 조연성 물질로서 공기 혹은 산화제

                (1류,6류)자기반응성물질 (5류)등   

                해당한다

     점화원: 가연물에 활성화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

             전기불꽃, 정전기 불꽃 마찰 충격 고열물  

             등이 속한다.

72. ·화재면을 거품으로 덮어 산소공급을 차단하는   

     질식소화 효과와 다량의 수분에 의한 냉각효과  

     ·가연성 액체의 화재에 가장 적당하며 재발화   

     위험성이 작다   

     ·소화 후에는 오손 정도가 심하고 청소하기 

수용성이 감소 휘발성이 감소

비점이 높아짐 인화점이 높아짐

착화점이 낮아짐 연소범위가 좁아진다

증기비중이 커진다 이성질체가 많아진다

점도가 커진다 비중이 작아진다



      힘든 결점이 있음

73.발열량, 열전도율, 열의축적, 수분, 퇴적방법

   공기의 유동

74.적응화재에서만 사용할 것

    성능에 따라 화점 가까이 접근하여 사용할 것

74. 바람을 등지고 풍상에서 풍하의 방향으로 소화

    양옆으로 비로 쓸 듯이 골고루 소화 약제를 방사

75. Al4C3 + 12H2O  -> 4Al(OH)3 + CH4

     4Al(OH)3,CH4

76. 다량의 주수에 의한 냉각소화

77. 발화점: 점화원 없이 가열된 열만으로 스스로 

            연소가 시작되는 온도

    자연발화: 물질이 서서히 산화되어 축적된 산화열에

               의한 발화현상

78. 발열량이클 것

    열전도율이 작을 것 

    주위의 온도가 높을 것

    표면적이 넓을 것

79.벤젠링 2개 구조식 넣기가 힘듬 -_-(귀찮)

80. 점화원, 화염의 전파방향,  온도,  압력

    측정용기의직경

81. 1. 벨브 또는 뚜껑설치

    2. 휘발유 벤젠 그 밖의 정전기 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액체 위험물은 접지전극을 설치 할 것

    3. 인화점 21℃미만인 위험물은 게시판 설치

82. B , 황색

참고 (A급 일반화재 백색), (B급 유류화재 황색)

     (C급 전기화재 청색), (D급 금속화재 색깔없음)

83. 연소반응식 

    CS2 + 2H2O   ->  2H2S +CO2

    이황화탄소 1몰에서 2몰의 생성물이 생겼음

    PV=nRT >  V=   
   

이므로 H2S 의

   최적은 V=   
   × 

   

     

 
 ×  · 

    ·

×    

   ×        × 
     = 93.53

     ∴93.5

84.  옥내전소화설비, 옥외전소화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 등 소화설비

85. 1. 300Kg

    2. Ca3P2 + 6H2O -> 3Ca(OH)2 + 2PH3

    3. 유독성 또는 가연성

86. 부분압  전압× 전체몰수
성분몰수

이므로

    프로판의분압

       ㎠×      

 
    ㎠

    부탄의 분압

       ×      

 
    

87. 벤젠 헥산

88. 아세톤

89. 6NaHCO3 +Al2(SO4)3 · 18H2O  ->

    3Na2SO4 +2Al(OH)3 +6CO2 + 18H2O

    6몰

90. 1.4~7.6%

91. B.T.X B: 벤젠 C6H6

          T: 톨루엔 C7H8

          X:크실렌(자일렌) C8H10

92. 가수분해단백질, 계면활성제, 사포닝

93. 연소반응식 

    2PH3 + 4O2 -> P2O5 +3H2O

   P2O5 중 인의 당량 

   원자량/원자가= 당량

   원자가 :5  원자량 31

   당량 =   


=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