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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존할 수 없는 물질(lncompatible Substances)
◇ 공존할 수 없는 물질(lncompatible Substances)
어떤 물질들이 서로 함께 있어서 다량의 에너지를 방출하거나 가연성증기나 기체 또는
유독한 증기나 기체 등을 방출하여 위험물 초래할 수 있을 때, 이 물질들을 서로 공존할
수 없는 물질(lncompatible Substances)이라고 한다.
예) 산화제와 환원제는 서로 떨어져 있어야 하고, 개시제(initiator)는 다량체와 떨어져 있
어야 하며, 산과 알칼리도 떨어져있어야 한다.
공존할 수 없는 물질에 대한 정보는 시약병의 라벨이나 MSDS에서 찾아볼 수 있다.

화합물

공존할 수 없는 화합물

초산

코롬산, 질산, 수산기를 지닌화합물, 에틸렌 글라이클,
과염소산, 과산화물, 과망간산염

아세틸렌

염소, 브롬, 구리, 불소, 은, 수은

알칼리 및 알칼리토류금속

물, 사염화탄소 또는 그 외의 ldua화 탄화수소,
이산화탄소, 할로겐

무수 암모니아

수은, 염소, 칼슘 하이포아염소산, 요오드, 브롬,
불화수소산

진산암모늄

산, 금속 분말, 가연성액체, 염소산 염, 아질산염nitrites,
황, 미세유기 또는 연소성 물질

아닐린

질산, 과산화수소

브롬

염소와 동일함

뷰틸 리튬

물

활성탄소

칼슘 하이포염소산, 모든 산화제

염소산 염

암모늄 염, 산, 금속 분말, 황, 미세유기 또는 연소성 물질

크롬산

초산, 나프탈렌, 캠포, 글리세린, 터펜틴, 알코올,
가연성액체

염소

암모니아, 아세틸렌, 부타다이엔, 부탄, 메탄, 프로판(또는
그 외의 석유가스), 수소, 소듐 카바이드, 터펜틴, 벤젠,
미세금속

이산화염소

암모니아, 메틴, 포스핀, 황화수소

구리

아세텔렌, 과산화수소

큐멘 하이드로페록사이드

유기 또는 무기산

시안화물

산

가연성액체(소듐, 포타슘)

질산암모늄, 크롬산, 과산화수소, 질산, 과산화소듐, 할로겐

탄화수소

불소, 염소, 브롬, 크롬산, 과산화소듐

시안화수소

질산, 알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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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화수소산

수용액 또는 무수 암모니아

과산화수소

구리, 크롬, 철, 대부분의 금속 또는 금속염, 알코올,
아세톤, 유기화합물, 아닐린, 나이트로메탄, 가연성액체,
기체산화제

황화수소

발연질산, 기체산화제, 슈용액 또는 무수암모이나, 수소

요오드

아세틸렌, 수용액 또는 무수 암모니아, 수소

수은

아세틸렌, 풀민산(fulminic acid), 암모니아

질산

초산, 아닐린, 크롬산, 시안화수소산, 황화수소,
가연성기체, 가연성액체

옥살산

은, 수은

과염소산

초산 무수물, 비스무스 및 비스무스를 포함한 합금,
알코올, 종이, 나무

포타슘

사염화탄소, 이산화탄소, 물

염산포타슘

황산 및 다른 산

과염소산 포타슘

황산 및 다른 산

과망간산 포타슘

글리세린, 에틸렌 그라이콜, 벤조알데하이드, 황산

은

아세틸렌, 옥살산, 타르타르산, 암모늄 화합물

소듐

사염화탄소, 이산화탄소, 물

과산화소듐

에탄올 또는 메탄올, 빙초산, 초산 무수물,
벤즈알데하이드, 이황화탄소, 글리세린, 에틸렌 글라이콜,
에틸 아세테이트, 메틸 아세테이트, 푸르푸랄

황산

염산포타슘, 과염소산 포타슘, 과망간산 포타슘(또는 소듐,
리듐)

아세톤

진산질산과 황산의 화합물

아크롤레인

산화제, 산, 알칼리, 암모니아

아자이드

산

칼슘 옥사이드

물

하이드라진

산화제, 과산화수소, 질산, 금속 옥사이드, 강산,
다공성물질

염산

대부분의 금속, 알칼리 또는 활성 금속

모르플린

강산, 강산화제

진산염

황산

아질산염

산

유기용매

강산화제, 산, 강한 부식성 화합물

산소

기름, 그리이스, 수소, 가연성택체, 기체 및 고체

유기과산화물

유기 또는 무기산, 마찰, 열

흰인

공기, 산소, 알칼리, 환원제

셀레나이드

환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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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시약의 관리
1. 분류 체계
① 금속(이온화 경향순으로 배열)
② 비금속
③ 산화물
④ 염화물
1. 무기물

⑤ 황산염(필요하면 황화물 포함)
⑥ 질산염
⑦ 탄산염
⑧ 황화물
⑨ 무기일반
① 탄수화물
② 유기산.염

분류

③ 유지
2. 유기물

④ 유기일반
⑤ 염료
⑥ 특수시약
⑦ 잡
⑧ 섬유
① 수산화물
② 인화물

3. 위험물

③ 극독물(극약고에 보관)
④ 무기산
⑤ 사진용(필요하면 사진실에 보관)

2. 분류체계에 해당하는 약품의 예
(1) 무기물
① 금속 : 마그네슘 리본, 마그네슘 가루, 알루미늄 가루, 알루미늄, 아연가루, 아연판,
철분, 철가루, 닉켈판, 주석, 납가루, 납판, 구리판, 은판 비스므스, 카드미늄,
안티몬가루, 백금선 기타
② 비금속 : 황, 적인, 목탄가루, 활성탄, 숯, 탄소봉, 석탄, 톱밥 기타
③ 산화물 : 산화칼슘, 2산화망간, 산화제2구리, 산화제2철, 산화아연, 일산화납 기타
④ 염화물 : 염화나트륨, 염화암모늄, 염화제 2철, 염화제 1철, 염화코발트, 염화칼슘,
표백분, 염화1주석, 염화제2주석, 염화아연, 염화칼륨, 염화마그네슘, 염화스트론툼
기타
⑤ 황산염 : 황산제1철, 황산제2철, 황산닉켈, 황산칼슘, 명반, 크롬명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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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아연, 황

산알루미늄, 황산암모늄, 황산바륨, 황산마그네슘, 황산나트륨, 아황산나트륨, 아
황산수소나트륨, 티오황산나트륨, 히드로설파이드 기타
⑥ 질산염 : 질산칼륨, 질산스트론튬, 질산바륨, 질산나트륨, 질산칼륨, 질산암모늄 기타
⑦ 탄산염 : 탄산나트륨, 탄산수소나트륨, 탄산칼슘, 침강성 탄산칼슘, 탄산칼륨 기타
⑧ 황화물 : 황화제1철, 황화나트륨, 황화안티몬, 황화수은, 이황화비소 기타
⑨ 무기일반 : 카아바이트, 붕산, 붕산나트륨, 과망간산칼륨, 시안화철(Ⅲ) 산칼륨, 시안
화철(Ⅱ)산칼륨, 티오시안산칼륨, 브롬화칼륨, 규산나트륨, 소오다석회, 요오드산
칼륨, 퍼어뮤티드, 붕사

(2) 유기물
① 탄수화물 : 포도당, 설탕, 전분, 아라비아고무, 한천, 젖당, 덱스트린 기타
② 유기산.염 : 아세트산, 주석산, 구연산철암모늄, 포롬산, 옥살산, 구연산, 탄닌산, 몰
석자산, 살리실산, 피크린산, 주석산칼륨소오다, 초산 알류미늄, 안식향산, 주석산
철 암모늄 기타
③ 유지 : 야자유, 쇠기름, 올리브유, 피마자유, 아마유, 목랍 기타
④ 유기일반 : 나프탈린, 디아스타제, 글리세린, 요소, 송진, 젤라틴, 메톨, 히드로퀴논,
피로칼롤, 장뇌, 카나다발삼, 생고무, 카제인, 효모, 캄파 기타
⑤ 염료 : 에오신, 메틸렌브루우, 라이트그린, 콩고레드, 사프라닌, 후쿠신, 비스마브라
운, 카아민, 알리자린, 인디고, 슈단Ⅲ 기타
⑥ 특수 시약 : 리트머스입(粒), 페놀프타레인, 네슬러시약, 요오드팅크,

메틸오렌지,

디페닐아민, 몰리브덴산암모늄, 페엘링용액, 요오드화칼륨 전분지, 요오드화아연전
분지, 염화아연 요소용액, 미론시약, 시프시약, 질산은 기타
⑦ 잡 : 증류수, 비누가루, 합성세제, 초, 선향, 바세린, 파라핀, 페이스트, 글리스, 니스,
석면
⑧ 섬유 : 목면, 삼베, 인견, 양모, 견사, 나일론 기타

(3) 위험물
1. 수산화물 : 수산화나트륨, 암모니아수, 수산화칼슘, 석회수, 수산화칼륨, 수산화바륨
2. 인화물 : 메틸알코올, 에틸알코올, 에틸에테르, 벤젠, 가솔린, 석유, 아황산탄소, 아
세톤, 델펜유, 키실렌, 석유벤젠, 초산에틸, 초산아밀, 톨루엔 기타
3. 극독물 : 과산화수소, 포름알데히드, 황산구리, 요오드, 요오드화칼륨, 시안화칼륨,
나트륨, 칼륨, 수은, 염화제2수은, 염화제1수은, 염화바륨, 아세트산납, 염화산칼
륨, 중크롬산칼륨, 중크롬산암모늄, 크롬산칼륨, 황인, 아비산, 4염화탄소, 클로로 포
름, 요오드포름, 석탄산, 크레졸, 아닐린 기타
4. 무기산 : 염산, 황산, 질산, 발연질산, 인산, 플루오르화수소산 기타
5. 사진용 : 메톨, 아황산나트륨, 히드로퀴논, 탄산나트륨, 붕산나트륨, 브롬화칼륨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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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취급을 요하는 약품
1. 화재의 위험이 있는 약품
◦ 황린 : 공기중에서 자연 산화되고 물에 닿으면 폭발하므로 석유 속에 밀폐하여
보관한다.
◦ 나트륨, 칼륨 : 공기중에서 자연 산화되고 물에 닿으면 폭발하므로 석유속에
밀폐하여 보관한다.
◦ 휘발유 : 알코올, 벤젠, 에테르 - 인화되기 쉽고 마개를 밀봉하여 화기에서
멀리 보관한다.

2. 폭발의 위험이 있는 약품
◦ 염소산칼륨, 중크롬산칼륨, 과망간산칼륨 : 탄소나 황의 분말과 섞어 마찰하면 폭발.

3. 휘발성이 강한 약품
◦ 요오드, 빙초산, 농질산, 농염산 : 콜크와 고무를 부식하므로 유리 마개로 막고 파라
핀을 칠하여 밀폐한다.
◦ 알코올, 나프탈렌 : 고무마개로 밀폐한다.
◦ 휘발유, 벤젠, 클로로포롬 : 콜크마개로 밀폐한다.

4. 조해성과 풍해성이 있는 약품
◦ 염화마크네슘, 염화칼슘, 수산화나트륨, 질산암모늄, 청산칼륨 : 콜크마개로 잘 막고
파라핀을 칠해 둔다.
◦ 탄산나트륨, 황산나트륨 : 풍해하여 흰 분말로 변질되기 쉬우므로 마개에 파라핀을
칠해 밀폐해 둔다.
◦ 석회수 :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탄산칼륨으로 변하기 쉬우므로 공기가 들
어가지 않게 밀폐한다.

5. 극약, 맹독성 약품
◦ 염산, 수산화나트륨, 요오드칼륨, 요오드, 황산구리, 황린, 중크륨산칼륨, 질산, 황산,
염소산칼륨, 석탄산, 요오드포륨, 무수아비산, 청산칼륨 등은 극약이거나 맹독성을
띠고 있어 매우 위험.
◦ 일반시약과 별도로 보관한다.
◦ 약품장의 문을 잠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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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질별 물질 종류
1. 독약 : 알카로이드, 황인, 시안산, 3 산화비소, 2황화비소, 염화제2수은, 시안화칼륨,플
루오르화수소산 등

2. 극약 : 산화납, 과산화나트륨, 과산화바륨, 염화제1주석, 염화아연, 황산아연, 질산바
륨, 붕산, 붕산나트룸 초산, 포름산, 옥살산, 피크린산, 메톨, 몰식자산, 페놀프타
레인, 요오드팅크, 네슬러시약, 수산화나트륨, 메틸알코올, 2황화탄소, 과산화수소
수, 포름알데히드, 질산은, 요오드, 황산구리, 요오드화칼륨, 나트륨, 칼륨, 염화제
1수은, 염화바륨, 초산납, 염소산칼륨, 중크롬산칼륨, 크롬산칼륨, 중크롬산암모
늄, 4염화탄소, 클로로포름, 요오드포름, 석탄산, 크레졸, 아닐린, 염산, 황산, 질
산, 발연질산, 염화제2주석 등

3. 발화․인화성 물질 : 황산, 질산, 염소산칼륨, 중크롬산칼륨, 중크롬산암모늄, 황인, 과
산화수소, 나트륨, 칼륨, 메틸알코올, 에틸알코올, 에틸에테르, 석유벤젠, 휘발유,
석유, 2황화탄소, 아세톤, 벤젠, 초산에틸, 수산화나트륨, 과망간산칼륨, 질산바륨,
질산암모늄, 수산화칼륨, 피크린산, 초산, 카바이드, 2산화망간, 과산화나트륨, 과
산화바륨, 질산스트론륨 등

4. 휘발 승화성 물질 : 염화암모늄, 표백분, 초산, 포름산, 피크린산, 나프탈렌, 피로갈
롤, 장뇌, 요오드팅크, 수산화암모늄, 메틸알코올, 에틸알코올, 에틸에테르, 석유,
벤젠, 휘발유, 등유, 2황화탄소, 아세톤, 크시렌, 벤젠, 초산에틸, 과산화수소, 포
름알데히드, 요오드, 시안화칼륨, 수은, 염화제2수은, 염화제1수은, 인, 아비산, 클
로로포름, 요오드포름, 석탄산, 염산, 질산, 플루오르화수소산 등

5. 흡습․조해성 물질 :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질산암모늄, 시안화칼륨, 5산화인, 글
리세린, 과당, 염화금, 염화백금, 염산, 황산, 질산, 석탄산, 요오드, 요오드화칼륨,
나트륨, 칼륨, 메틸알코올, 에틸알코올, 요소, 초산, 포름산, 옥살산, 포도당, 설탕,
아라비아고무, 젖당, 카아바이드, 터오시안화칼륨, 브롬화칼륨, 소오다석회, 탄산
칼륨, 질산나트륨, 질산암모늄, 티오황산나트륨, 염화암모늄, 염화제2철, 염화제1
철, 염화코발트, 염화칼슘, 표백분, 염화제1주석, 염화제2주석, 염화아연, 염화마
그네슘, 산화칼슘, 2산화망간, 산화제2철, 과산화나트륨, 적인 등

6. 빛에 의해 변하는 물질 : 염화제2철, 표백분, 황화제2수은, 과망간산칼륨, 시안화철
(Ⅲ)산칼륨, 시안화철(Ⅱ)산칼륨, 티오시안화칼륨, 구연산철암모늄, 야자유, 히드로
퀴논, 피로갈롤, 네슬러시약, 요오드팅크, 메틸오렌지, 에틸에테르, 과산화수소,
포름알데히드, 질산은, 요오드, 요오드화칼륨, 염화제1수은, 황인, 4염화탄소, 클
로로포름, 요오드포름, 석탄산, 크레졸, 아닐린, 질산, 에오(신, 메틸렌브루-라이트
그린, 콩고레드, 사프라닌, 후쿠신, 비스마브라운, 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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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자린, 슈단-(Ⅲ)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