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4회 위험물산업기사 필답형 (네이버 산업안전카페)

1.다음 표에 혼재 가능한 위험물은 ○, 혼재 불가능한 위험물은 ×로 표시하시오(단,지정수량
은 10배를초과한다) (5점)

위험물의 구분 제1류 제2류 제3류 제4류 제5류 제6류

제1류 × × × × ○

제2류 × × ○ ○ ×

제3류 × × ○ × ×

제4류 × ○ ○ ○ ×

제5류 × ○ × ○ ×

제6류 ○ × × × ×

2.제1류 위험물인 염소산칼륨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각 물음에 답을 쓰시오 (6점)

 ① 완전분해 반응식을 쓰시오

 ② 염소산칼륨 24.5kg이 표준상태에서 완전분해시 생성되는 산소의 부피(m3)를 구하시오

    (단, 칼륨의 분자량 39, 염소의 분자량 35.5)

①2kclo3->2kcl+3O2 ②부피:6.72m3

3. 다음 [보기]의 위험물이 각 1몰씩 완전 분해했을 때 발생하는 산소의 부피가 가장 큰 것부터 

작은 것 순으로 쓰시오.(4점)

[보기]

 ① 과염소산암모늄 ② 염소산칼륨 ③ 염소산암모늄 ④ 과염소산나트륨

 과염소산나트륨 → 염소산칼륨 → 과염소산암모늄 → 염소산암모늄 

4. 제4류 위험물 인화점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3점)

  ”제1석유류“라함은 아세톤,휘발유 그 밖의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 ① )℃ 미만인 것을 말한다.

 

21℃

5. 제3류 위험물 중 위험등급Ⅰ 품명을 3가지 쓰시오.(3점)

정답:칼륨,나트륨,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황린(이중 3개)

6.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운반의 기준의 따른 차광성의 피복으로 덮어야 하는 위험물의 품명 또는 

류별을 4가지 쓰시오.(4점)

제1류위험물,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 물질,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 제5류 위험물, 제6류

위험물 (이중 4개)



7.제2류 위험물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4점)

① 황화린, 유황, 적린은 위험등급이 Ⅱ등급 이다. 

② 고형알코올의 지정수량은 1000kg 이다.

③ 물에 대부분 잘 녹는다. 

④ 비중은 1보다 작다.

⑤ 산화제이다.

①,②

8.설명하는 물질에 대한 다음 물음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4점)

1) 인화점이 –37℃이다. 

2) 분자량이 58이다. 

3) 수용성이다. 

4) 구리, 은, 수은, 마그네슘과 반응하여 폭발성 아세틸리드를 생성한다.

① 물질의 화학식을 쓰시오. OCHCH2CH3

② 물질의 지정수량을 쓰시오. 50L

9.외벽이 내화구조인 위험물 제조소의 건축물 면적이 450m2 인 경우 소요단위를 계산하시

오 (3점)

 450/100=4.5소요단위

10.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위험물 저장ㆍ취급에 관한 중요기준이다. 다음 괄호 안에 알

맞은 답을 쓰시오.(4점)

① 제4류 위험물은 불티ㆍ불꽃ㆍ고온체 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고, 함

부로 (      )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제6류 위험물은 가연물과의 접촉ㆍ혼합이나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

의 접근 또는 (     )을 피하여야 한다.

① 증기 ②과열

11. 제3류 위험물인 트리에틸알루미늄에 대해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산소와 반응하는 연소반응식을 쓰시오.

② 물과 반응하는 반응식을 쓰시오.

①2(C2H5)3Al+21O2->12CO2+Al2o3+15H20 

②(C2H5)3Al+3H2O ->Al(OH)3+3C2H6



12.제1종 판매취급소의 시설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5점)

가) 위험물을 배합하는 실은 바닥면적 ( 6 )㎡ 이상 ( 15 )㎡ 이하로 한다.

나) ( 내화구조 ) 또는 ( 불연재료 )의 벽으로 한다.

다)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 적당한 경사를 두고 ( 집유설비 )를 설치해야한다.

라) 출입구 문턱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 0.1 )m 이상으로 해야 한다.

13. 아세트산과 과산화나트륨의 반응식을 쓰시오.

2CH3COOH+Na2O2 ->2CH3COONa+H2O2



2017년 4회 위험물산업기사 작업형 (네이버 산업안전카페)

1.동영상은 제조소 건물을 보여주며 벽면 아래쪽으로 사각형 모양의 어떤 설비를 보여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6점)

①“A”의명칭을 쓰시오

② “A”는 바닥면적 몇m2마다 1개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는가?

③바닥면적이 100m2일 때 “A”의 면적을 구하시오. 

① 급기구

② 150m2

③ 450cm2 

2.동영상은 3가지 그림을 동시에 보여준다. ①~③ 그림에 명칭과 이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위험물은 몇 류 인지 쓰시오 (5점)

① ② ③

① 대기밸브부착 통기관② 밸브 없는 통기관③ 인화방지망

위험물종류:제4류위험물

3.동영상은 아래와 같은 종형탱크가 설치되어 있는 영상을 보여준다.종형탱크의 내용적을 구

하는 공식을 쓰시오.(3점)

정답:πr2h

4.동영상에서 아래 기기를 보여주고 그 실린더에 액체 물질을 붓고 뚜껑을 닫는 영상을 보

여준다. 측정기에는 온도계가 길게 연결되어 있고 실린더에 넣은 시료의 양이 대략 

50mL(cm3) 정도로 보여 진다. 영상에서 보여주는 측정기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4점)

 ① 다음 장치는 무엇을 측정하기 위한 것인지 쓰시오.

 ② 다음 장치의 측정방법을 쓰시오.

 ① 인화점 ② 태그밀폐식인화점측정기



5.동영상은 옥내저장소 내부의 선반에 있는 위험물을 보여준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4

점)

  ① 아세톤을 저장할 경우 저장 높이를 쓰시오 (단,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는 제외)

  ② 저장창고는 지붕의 재질을 쓰시오

①3m ②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료 

6.동영상은 액체가 담긴 비커 A(투명), B(투명), C(황색) 3개를 보여주고 C비커에서부터 A비
커 순으로 불을 붙인 성냥을 차례로 접촉시키는 장면을 보여준다. 비커 B와 C는 불이 붙지 
않고, A비커에서만 불이 붙는다. A비커에 담길 수 있는 액체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찾아 
모두 쓰시오. (없으면 없음이라 표기) (4점)
(단, 실험실의 온도는 25℃ 이다.)

 [보기]

아세톤, 히드라진, 에틸렌글리콜, 포름산, 메틸에틸케톤

정답:아세톤,메틸에틸케톤

7.동영상은 단층건물로서 처마높이가 18m인 옥내저장소를 보여준다. 옥내저장소의 내부에는 

여러 단의 선반에 많은 양의 물질이 저장되어 있는 모습이 클로즈업된다. 다음 물음에 알맞

은 답을 쓰시오. (5점)

 ① 옥내저장소에 저장이 가능한 류별을 쓰시오.

 ② 옥내저장소에 피뢰침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을 쓰시오.

① 제2류 위험물, 제4류 위험물

② 지정수량의 10배 미만을 저장하는 경우 또는 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

8.동영상은 제조소에 설치되어 있는 국소방식의 배출설비를 보여준다. 다음 물음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6점)

①“A” 부분의 명칭을 쓰시오

② “H”는 바닥으로부터 몇m이상에 설치하여야 하는가?

③화재시 자동으로 폐쇄되는 방화댐퍼는 어디에 설치하여야 하는가?

①배출구 ②2m이상 ③배출덕트가 관통하는 벽부분의 바로 가까지



9. 동영상은 벽ㆍ기둥 및 바닥이 내화구조로 된 건축물로 옥내저장소에 황린 149,600kg이 

보관되어있는 것을 보여 준다. 지정수량 배수와 보유공지는 몇 m 이상 인지 쓰시오 (4점)

                

① 지정수량의 배수: 149,600/20=7480배 ②보유공지:10m

10.과망간산칼륨과 황산 반응시 생성물질 3가지와 삼산화크롬의 열분해 반응식을 쓰시오 
(4점)

과망간산칼륨(KMnO4)              
삼산화크롬(CrO3)

            

①생성물:황산칼륨,황산망간,물,산소
②산산화크롬 열분해반응식:4Cr2O3->2Cr2O3+3O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