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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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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인도적 지뢰제거 프로그램을 위한 국제표준은 1996년 7월에 덴마크에서 개최된 국제기술회의

의 워킹그룹에 의해 처음으로 제안되었다. 기준이 지뢰제거의 모든 측면을 고려하여 정해졌고, 

표준들이 제안되었고, ‘제거’의 새로운 보편적인 정의가 합의되었다. 1996년 후반에 덴마크

에서 제안된 원칙은 유엔이 주도하는 워킹그룹에 의해 개선되었고, 인도적지뢰제거작업의 국

제표준 시리즈로 발전되었고, 그 초판이 유엔지뢰행동조직(UNMAS, United Nations Mine Action 

Service)에 의해 1997년 3월에 출판되었다.

이런 초기표준의 적용범위는 이후 확장되어 지뢰행동의 여러 요소가 포함되었고, 작업절차, 실

천 및 규범에 변경사항이 반영되었다. 이렇게 표준은 재정립되어, 2001년 10월에 발간된 제1판

을 계기로 국제지뢰행동표준(IMAS, International Mine Action Standard)이라고 개칭되었다.

유엔은 표준 시리즈의 발전 및 유지를 포함하여 지뢰행동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을 가능하

게 하고 장려해야 할 전적인 책임을 갖는다. 그러므로 유엔지뢰행동조직은 국제지뢰행동표준의 

발전 및 유지를 담당하는 유엔의 부서이다. 국제지뢰행동표준은 제네바인도적지뢰제거국제센터

(GICHD, Geneva International Center for Humanitarian Demining)의 지원에 따라 발간되었다. 

국제지뢰행동표준을 준비하고 평가하고 개정하는 업무는 국제, 정부 및 비정부 조직의 지원을 

받아 기술위원회에 의해 수행된다. 각 표준의 최신개정판은 기술위원회의 작업에 관한 정보와 

함께 http://www.mineactionstandards.org/에서 찾을 수 있다. 개별적 국제지뢰행동표준은 지뢰

행동의 규범과 실천을 반영하고, 국제적 규정과 요구에 따른 변경사항을 넣기 위해 최소 3년

마다 재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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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위험을 감소시키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해야 할 의무는 지뢰행동관리의 기본원칙이다. 위

험감소는 안전한 작업 관행과 운영 절차, 효과적인 감독과 통제, 적합한 교육과 교육훈련, 본

질적으로 안전한 설계의 장비, 그리고 적용 가능한 경우 효과적인 개인보호장구(PPE,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와 의류 보급의 결합이 수반된다.

안전한 작업환경의 보급은 폭발물과 폭발성 물질의 안전한 보관, 운반 및 취급을 포함한다.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보관시설, 장비 및 차량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국가지뢰행동기구와 

지뢰제거 및 폭발물처리 작업에 관여하는 지뢰제거단체는 적절한 정책과 절차를 개발하고 유

지해야 한다. 기존 국가 정부의 규정이 국제지뢰행동표준(IMAS, International Mine Action 

Standard)에 포함된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더 엄격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것이 좋다(should).

본 표준은 국가지뢰행동기구와 지뢰제거단체에게 운영자의 주요기지와 현장 또는 임시기지에 

있는 폭발물과 폭발성 물질의 안전한 보관, 운반 및 취급에 관한 지침을 제공한다. 대량폭발물 

보관 시 폭발물의 보관 및 안전거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제탄약과학기술지침서(IATG, 

International Ammunition Technical Guideline)가 제공한다. 이런 설명서는 일반적으로 폭발결과

분석(ECA, Explosion Consequence Analysis) 형식의 전문 자격을 갖춘 폭발물 기술자의 조언 

없이는 축소시키지 않는 것이 좋다(sh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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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물 보관, 운반 및 취급

1. 적용범위

본 표준은 지뢰제거단체가 사용하는 폭발물의 보관, 운반 및 취급에 관한 인용표준, 설명 및 

지침을 제공한다. 본 표준은 참조하는 보다 세부적인 국제탄약과학기술지침서를 보완한다(아래 

5.2조 참조).

다양한 정부와 지뢰제거단체의 표준운영절차는 ‘사용 중’인 폭발물 처리함의 보관에 관한 

규정을 개발해왔다. 이제 파편화 위험이 없거나 거의 없는 품목에 한하여 폭약량안전거리(QD, 

Quantity Distances)를 계산하는 폭발물제조연구소(IME, Institute of Makers of Explosives); 안전 

도서관 간행물 2판(SLP, Safety Library Publication No.2)으로 인해, 그 안에 포함된 안전거리는 

줄어들게 되었다. 이런 거리들은 적절한 경우 폭발물 처리함을 보관할 때 사용하는 것이 좋다

(폭발물 처리함은 단체의 폭발물 저장고(Explosive stores)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팀과 함께 있

는 그 시간 전체에 걸쳐 ‘사용 중’으로 간주된다). 이런 거리는 파편을 생성할 수 있는 전쟁

잔류폭발물 또는 다른 탄약 품목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shall). 국제탄약과학기술지침서는 이

것들의 보관 위치를 정할 때 사용하는 것이 좋다(should).

본 표준에서 ‘폭발물’이라는 용어는 본문에 따로 명시되지 않는 한 폭발물, 폭발물 병기, 폭

발성 물질을 말한다(3조 참조).

2. 참고

인용표준 목록은 부속서A에 기록되어 있다. 인용표준들은 본 표준에 인용되고, 본 표준의 일

부 조항을 구성하는 중요한 문서이다.  

3. 용어, 정의 및 약어

국제지뢰행동표준(IMAS, International Mine Action Standard) 시리즈에 사용된 용어, 정의 및 약

어를 정리한 전체 용어집은 국제지뢰행동표준 04.10에 제시된다. 국제지뢰행동표준에서‘해야 

한다(shall)’, ‘하는 것이 좋다(should)’ 및 ‘할 수 있다(may)’는 준수의 정도를 표현할 목

적으로 사용된다. 이 용법은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의 표준과 지침에서 사용되는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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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야 한다(shall)’는 표준에 따르기 위해 적용되어야 할 요구, 방법 및 설명을 제공하는 데 

사용한다.

2)‘하는 것이 좋다(should)’는 선호되는 요구), 방법 및 설명을 제공하는 데 사용한다.

3)‘할 수 있다(may)’는 가능한 방법 또는 방향을 제공하는 데 사용한다.

‘국가지뢰행동기구(NMAA, National Mine Action Authority)’라는 용어는 지뢰행동의 규정, 운

영 및 조정을 위한 책임을 가진 폭발물피해국가에서 정부기관, 자주 부처연합위원회를 말한다. 

참고 : 국가지뢰행동기구가 없는 경우, 유엔 또는 공인된 국제기구가 지뢰행동센터(MAC, Mine Action 

Centre) 및 국가지뢰행동기구의 일부 또는 전부의 책임을 지고, 일부 또는 전부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

이 필요하며 적절할 수 있다(may). 

‘지뢰제거단체(demining organisation)’라는 용어는 지뢰제거 또는 폭발물처리 프로젝트나 과

제를 수행하는 책임을 가진 정부, 군대, 기업 또는 비정부단체 및 시민사회 등의 어떤 조직이

다. 지뢰제거단체는 주계약자, 하청업체, 고문이나 에이전트가 될 수 있다. 

‘폭발물 처리(EOD, Explosive Ordnance Disposal)’라는 용어는 폭발물의 탐지, 식별, 평가, 안전

화 조치, 복구 및 폐기를 의미하는 폭발물 처리를 말한다. 폭발물 처리는 다음의 경우 수행된다.

1) 전쟁잔류폭발물 발견 즉시, 일상적인 제거작업의 일부로서

2) 위험지역 밖에서 발견된 전쟁잔류폭발물(한 개 또는 특정 지역 내 여러 개)을 폐기할 때

3) 노후화, 손상 및 폭파시도에 의해 위험해진 폭발물을 폐기할 때

‘폭발물 처리함(EOD Demolition Box)’이라는 용어는 현장에서 지뢰제거단체가 임시로 폭발

물을 보관하고 작업장으로 운송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컨테이너를 말한다. 이 처리함은 크

기가 다양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작업 중 발견된 지뢰 및 전쟁잔류폭발물의 폭파에 사용되는 

폭파용 폭발물을 포함한다.

‘폭발물(explosives)’이라는 용어는 외부영향 아래서 가스나 열의 형태로 빠르게 에너지를 방

출할 수 있는 물질 또는 혼합물질을 말하는 데 사용된다. 

‘폭발성 물질(explosive materials)’이라는 용어는 지뢰제거단체에 의해 사용되는 것으로 뇌

관, 퓨즈 및 기폭장약과 같은 부품 또는 보조부품을 말하는 데 사용된다.

‘탄약고(magazine)’라는 용어는 폭발성 물질의 보관을 위해 승인된 건물, 구조물, 컨테이너

를 말한다. 비교: 폭발물 저장고(explosive store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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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반 요구사항

현대의 폭발물은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보관, 운송 및 취급하면 안전하다. 지뢰제거단체는 

출처 또는 연령이 불분명하거나 환경적인 보관조건이 제조업체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그 폭발물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should). 국가지뢰행동기구 또는 지뢰제거/폭발물처

리 단체는 현지 경험과 조건에 따라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may).

5. 국제법

5.1. 폭발물의 도로운반

폭발물의 도로운반은 지뢰제거작업이 세계 어느 지역에서 수행되는지에 따른 복잡한 문제이

다. 국제탄약과학기술지침서(IATG, International Ammunition Technical Guideline) 08.10 탄약운

송에 포함된 규칙은 운송이 수행되는 해당 지역의 모든 적용 가능한 국가 규칙과 함께 준수해

야 한다. 

2013년 1월 1일로부터 적용 가능한 국제 위험물의 도로운송에 관한 유럽협약(ADR, the 

European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Dangerous Goods by Road)은 

유럽을 위해 고안되었지만, 탄약의 도로운송에 관한 표준운영절차를 작성할 때도 지침으로 사

용하는 것이 좋다(should). 국제 위험물의 도로운송에 관한 유럽협약은 다음 링크에서 찾을 수 

있다. http://www.unece.org/trans/danger/publi/adr/adr2013/13contentse.html. 

5.2. 탄약 및 폭발물의 보관

탄약 및 폭발물의 안전한 보관은 국가의 책임이지만, 2011년 유엔총회는 각 국이 국제탄약과학기

술지침서(International Ammunition Technical Guidance)에 포함된 기술지침을 채택하도록 장려했다. 

따라서 지뢰제거단체는 적절한 곳에서 탄약 및 폭발물의 보관, 운송 및 취급에 관하여 국제탄

약과학기술지침서를 채택하는 것이 좋다(should). 본 국제지뢰행동표준은 채택할만한 국제탄약

과학기술지침서의 특정 부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참고 : 국제탄약과학기술지침서는 주로 군용 탄약비축물의 관리를 목표로 한다. 여기에 포함된 규칙은 

기관이 대량으로 탄약 및 폭발물을 보관할 때(기관의 주요 폭발물 저장고(Explosive stores), 모든 기관에 

적용된다. 폭약량 안전거리(QD, Quality Distance) 목적상, ‘대량’이라 함은 순 폭발물 양이 500kg 이

상의 모든 것을 말한다. 그 이하의 것은, 저장된 폭발물로부터 파편화의 위험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한, 폭발물제조연구소 간행물 표2(IME Pub 2)(부속서 D)를 사용함으로써 보관할 수 있다. 작업 지역에 

따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 규정은 현장에서 사용 및 보관되고 있는‘사용 중’ 폭발물 처리함에 

항상 적용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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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환경 요구사항

탄약 및 폭발물의 환경 요건(온도, 습도 및 충격)은 다양하며, 의도된 보관 조건 (저장 수명 포

함), 운송, 취급 및 사용에 달려있다. 폭발물의 성능은 예측할 수 없으며 제조업체의 환경조건

을 충족하지 않으면 안정성이 떨어진다. 일반적으로, 폭발물은 다음과 같이 취급되는 것이 좋

다(should).

1) 건조하고 통풍이 잘 되도록

2) 가능한 한 시원하게 하고 온도가 지나치게 또는 자주 변하지 않도록

3) 직사광선을 피하도록

4) 적절하게 쌓고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부터 안전하도록

참고 : 탄약과 폭발물에 사용되는 일부 물질들은 수분을 흡수 및 유지하며, 이는 폭발물 성능의 저하를 

초래할 수도 있다(may). 이런 기능 저하는 종종 탄약의 퓨즈와 본체 사이에 민감한 폭발성 결정을 형성

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폭발물의 구성요소를 외부영향에 더 민감하게 만들 수 있으며, 따라서 그것들

을 다루는 것이 위험하게 될 수도 있다. 비, 결로 및 습기는 매우 짧은 시간에 탄약 및 폭발물에 대하

여 막대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즉, 탄약의 보관 및 연수 조건은 추진제 및 폭발물에 들어있는 일부 

안정화 물질의 위험한 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도 있다(may). 보관 및 운송 시 건조한 조건이 반드시 유

지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shall).

참고 :　폭발물의 원활한 통풍은 폭발물을 시원하게 유지시켜 주고, 응결을 방지할 것이다.

참고 : 물을 흡수하는 펠트섬유를 비롯한 직물, 종이 및 기타 재료와 같은 비폭발성 물질들은 동일한 

컨테이너에 들어 있는 다른 물질들이 침식 및 부패할 수 있는 환경을 유발한다. 

급격한 온도변화 중 응결이 발생하고, 플라스틱 용기와 같은 방수 포장재를 통해 수분의 이동

이 발생할 수 있다.

7. 보관 요구사항

7.1. 저장고 설계(Storage design) 

지뢰제거 및 폭발물처리 과정에서 사용되는 폭발물의 보관 및 운반을 위한 탄약고 및 컨테이

너 설계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은 부속서 B에 기재되어 있다. 영구적인 탄약 보관시설(storage 

facilities)의 설계에 관한 자세한 지침은 국제탄약과학기술지침서 05.20 ‘폭발물 보관 건물의 

종류’에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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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경고 표지 및 기호

국가지뢰행동기구는 폭발물 보관시설(storage facilities)에 사용되는 경고 표지 및 기호를 자국

의 현지 언어로 명시해야 한다(shall). 모든 경고 표지 및 기호는 국제탄약과학기술지침서 01.50 

유엔 위험분류 시스템 및 코드에 기재된 지침에 따라야 한다(shall).

7.3. 화재예방

국가지뢰행동기구의 감시 및 확립된 최소 안전기준. 지뢰제거단체는 화재예방 정책 및 표준운

영절차(SOPs,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를 제정하고 유지해야 하며(shall), 이는 부속서 C

에 기재된 일반원칙에 근거하는 것이 좋다(should). 준수하는 것이 권장되는(should) 화재예방에 

관한 추가 지침은 국제탄약과학기술지참서 02.50 ‘화재 안전’에 기재되어 있다.

7.4. 안전거리 간격표

국가지뢰행동기구에 의해서 별도로 지시된 것이 없다면, 순 폭발물 양이 500kg 미만이고 폭발

물의 파편화 위험이 없는 경우에 지뢰제거단체는 적재 주요폭발물의 보관을 위해서 부속서 D

에 제시된 안전거리를 준수하는 것이 좋다(should). 중량이 500kg 이상이거나 파편화 위험을 

발생시키는 위험분류 1.1의 폭발물 또는 위험분류 1.2~1.6의 폭발물을 보관하기 위한 지침으로 

국제탄약과학기술지침서 02.20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should).

7.5. 실내보관

오직 위험분류 1.4S 품목 보관을 위한 것이 아니면, 실내보관 탄약고는 거주지나 주택 또는 사

무실 건물에 위치해서는 안 된다(shall).

7.6. 사용 중 보관 

지뢰제거 팀이나 폭발물 처리반이 하루 업무 종료 시 폭발물 처리함을 주 저장고(main store)

에 반납할 수 없는 위치에서 작업하고 있는 경우 그 처리함은 실행 가능한 아래의 규칙에 따

라 그 팀이 있는 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 

1. 뇌관은 즉시 사용 가능한 나머지 폭발물과 다른 상자에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shall).

2. 뇌관은 원래 포장 용기 안에 보관해야 한다(shall). 예) 승인된 금속 상자 내 플라스틱 내장 

용기 혹은 그에 준하는 보호 포장 용기. 그것들은 그 상자 안에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포장해야 한다(shall).

3. 뇌관은 전용 탄약고가 제공되지 않는 한, 팀의 거주시설에서 최소 30m 떨어진 구조물에 보

관해야 한다(shall). 그것들은 그 상자를 완벽히 둘러싸야 하는 모래주머니로 만들어진 기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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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안전구역에 보관되어야 하며 그 모래주머니는 그 상자보다 최소 15cm 이상 높아야 

한다(shall). 

4. 폭발물 처리함에 보관되는 폭발물 순중량은 최대 10kg이어야 한다(shall).

5. 폭발물 처리함은 모든 폭파용 폭발물을 담기에 충분한 크기의 승인된 금속 탄약상자이어야 

한다(shall). 폭발물들은 상자 안에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방식으로 보관되어야 한

다(shall).

6. 부속서 D의 폭발물제조연구소 간행물 표2(IME Pub 2)는 적용 가능한 경우 폭발물 처리함의 

보관을 위한 안전거리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것이 좋다(should). 이것은 전용 탄약고가 제공

된다면 더 가까이 저장될 수 있다.

7. 위 7.6의 3번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뇌관상자가 따로 분리되어 있고 뇌관안전구역 안에 있

는 한, 폭발물 처리함은 뇌관상자와 같은 구조물에 저장할 수 있다(may).

8. 연료, 기름 및 윤활유 그리고 기타 모든 가연성 물질은 EOD 폭발물 저장고 (EOD explosive 

stores)와 30m 이내에 보관해서는 안 된다(shall). 차량이 정례적인 관리 작업에 사용되지 않

거나 전용 안전 차량이 아니라는 조건 하에, 폭발물을 작업장 내 차량 안에 보관하는 것이 

허용된다. 해당하는 경우, 이 조항의 나머지 요구사항은 여전히 적용된다.

9. EOD 폭발물 저장고(EOD explosive stores)는 항상 관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shall). 임시작전기지에 설치된 EOD 폭발물 저장고는 야간에 잘 감시되어야 한다.

10. 화재 예방. 화재 발생 시, 모래가 담겨져 있는 양동이 및 6kg ABE 소화기 두 개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7.7. 불발탄 및 유기폭발물의 보관

회수된 불발탄 및 유기폭발물은 사용가능한 폭발물과 같은 탄약고 및 저장고(magazine/store)

에 보관해서는 안 된다(shall). 불발탄 및 유기폭발물은 따로 보관해야 한다(shall). 모든 불발탄 

및 유기폭발물 저장고는 국제탄약과학기술지침서 02.20에 기재된 안전거리를 준수할 것이다. 

지뢰제거 작전 중 발견된 불발탄의 제거 및 파괴에 관한 국가 규정을 엄격히 따라야 한다

(shall).

8. 운송 요구사항

8.1. 일반사항

지뢰제거단체는 폭발물의 안전한 운송을 위한 절차를 제공하는 표준운영절차를 확립 및 유지

해야 한다(shall). 이런 절차는 국제탄약과학기술지침서 09.10 안전 원칙 및 시스템, 국제탄약과

학기술지침서 08.10 탄약 운송뿐만 아니라 그 당시 시행 중인 모든 국가 및 국제 규정을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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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해야 한다(shall). 이런 표준운영절차는 다음 요구사항을 포함하는 것이 좋다(should).

1) 폭발물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예: 타포린 방수천, 섬유스트랩 끈을 이용하여 차량에 고

정, 차량의 가연성 물질 제거)

2) 제조업체의 지침 및 설명서에 따라 운송될 폭발물

3) 관련 요원은 필수적인 폭발물처리 역량 수준을 갖추어야 한다. 유럽표준화위원회 워크숍합

의서(CWA)의 폭발물 처리(EOD) 역량 표준 참고.

8.2. 승객

지뢰제거단체는 일반적으로 폭발물과 함께 승객을 운송하지 않는 것이 좋다(should). 승객을 폭

발물과 동일한 차량에 운반해야 하는 경우, 팀원 중 한 명을 책임자로 지명해야 한다. 그 책임

자는 승객의 안전을 보장하고 모든 화재위험 예방조치를 시행해야 한다(shall).

8.3. 뇌관 및 폭발물의 운송

뇌관을 원래 포장에 담거나 부속서 B의 최소 설계 요건을 충족하는 보관 용기에 담는 것이 아

니라면, 뇌관과 폭발물은 같은 차량으로 운반해서는 안 된다(shall).

8.4. 개인 및 일반 보호 장비 사항

다음을 위해 보호 및 예방 장비 사항이 필요하다.

∙ 일반 조치 및 특정 위험 비상조치를 수행하기 위해

∙ 국가간 위험물질의 수송에 관한 유럽협약 8.1.5조에 따라 차량에 탑재되어 수송하기 위해 

다음의 장비가 차량 장치에 실려서 운반되어야 한다(shall).

8.4.1. 각 차량의 경우

∙ 차량의 최대 질량 및 바퀴의 직경에 적합한 크기의 바퀴 굄목 

∙ 두 개의 자립형 위험 표지판(삼각형)

∙ 눈 세정액

∙ 흡연 물질, 성냥, 라이터, 담배 등을 저장하기 위한 용기

8.4.2. 개별 차량 승무원의 경우

∙ 안전 조끼(예: 유럽표준화기구 471 기준에서 설명된 대로)

∙ 휴대용 조명기구

∙ 보호 장갑 한 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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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보호구(예: 보호 안경)

   

8.4.3. 특정 등급에 필요한 추가 장비

∙ 삽
참고 : 이것은 국가간 위험물질의 수송에 관한 유럽협약에 의하여 반드시 실어야 할(shall) 최소한의 장

비 목록이다. 그러므로 현지 또는 국가 규정은 그 규정이 적용되는 지역에서 작업할 경우 갖춰야 하는 

추가적인 장비들을 열거할 수 있다(may).

9. 취급

지뢰제거단체는 폭발물의 안전한 취급을 위한 절차를 제공하는 표준운영절차를 확립하고 유지

해야 한다(shall). 이런 절차에는 다음 요구사항들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should).

1) 폭발물에 대한 접근은 엄격히 통제되어야 한다(shall).

2) 폭발물은 제조업체의 지침 및 설명서, 국가지뢰행동기구가 제공하는 기타 관련 표준 및 규

정에 따라 취급되어야 한다(shall).

3) 적합한 자격을 갖춘 폭발물 처리요원 혹은 자격을 갖춘 감독자의 감독을 받는 요원만이 폭

발물을 취급하거나 사용해야 한다(shall).

10. 비활성의 훈련교육용 모형지뢰 및 탄약

폭발물안전인증기구(CFFE, Certified Free From Explosives)가 허가한 교육훈련 보조도구만을 

교육훈련, 전시 또는 발표 및 강의 중 예시로 사용해야 한다(shall). 지뢰와 탄약은 본질적으로 

위험하므로 탄약의 취급 및 운반에 관련된 모든 사람은 극도의 주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필수

적이다. 교육훈련 또는 전시 목적으로 비활성 또는 훈련 지뢰 및 탄약을 사용하는 것은 분명

히 더 안전하지만, 이런 요구 조건에는 또한 그 자체의 특정한 위험이 따른다. 그러므로 탄약 

및 폭발물 안전의 기본원칙은 실탄 및 폭발물을 비활성, 훈련용, 교육용 또는 모형 탄약 및 폭

발물과 절대 섞어두지 않는 것이다. 교육훈련 및 교육 중 사고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을 보장

하기 위해 고안되고 입증된 원칙이다. 교육훈련 중 실수로 활성화 지뢰 및 탄약을 사용하면 

사망이나 부상을 초래할 수 있다.

비활성, 교육훈련용, 교육용 또는 모형지뢰 및 탄약의 사용과 관련된 특정한 국제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국제지뢰행동표준의 이 부분은 ‘모범 사례’에서 비롯되었다.

지뢰제거단체는 비활성, 훈련용, 교육용 또는 모형지뢰 및 탄약의 보관 및 취급에 관한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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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 표준운영절차를 확립 및 유지해야 한다(shall). 이런 절차는 부속서 F에 기재된 요구

사항들을 포함해야 한다(shall).

11. 물리적 보안

지뢰제거단체는 보관, 운송 및 사용 중 그들이 보유한 폭발물에 대하여 적절한 수준의 물리적 

보안을 제공해야 한다(shall). 보관시설(storage facility)이 제공하는 즉각적인 물리적 보안뿐만 

아니라, 엄격한 이용 계정 절차 및 접근 통제가 수행되어야 한다(shall). 적절한 장비를 갖춘 경

비원과 같은 추가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may). 국가표준은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제공되는 것

이 좋다(should). 필요한 보안 조치는 작업이 진행 중인 지역의 상황에 따라 다르며 현지 당국

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다(should).

12. 책임

12.1. 국가지뢰행동기구

국가지뢰행동기구는 다음을 포함하는 폭발물의 보관, 운송 및 취급에 관하여 문서화된 규정을 

수립해야 한다(shall).

1) 지뢰제거단체에 대한 인정 시스템. 이 시스템은 지뢰제거단체가 폭발물을 보관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장비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should).

2) 불발 자탄 제거 현장에 있을 때를 포함하여 전쟁잔류폭발물의 보관 및 폭발물 보관에 관한 표준

3) 차량에 사용되는 경고 표시 및 기호를 포함하는 폭발물 운반에 관한 표준

4) 폭발물 보관 및 취급에 관한 안전거리

5) 화재예방을 위한 최소 요구사항

12.2. 지뢰제거단체

지뢰제거단체는 국제지뢰행동표준 조항, 확립된 국제표준, 국가지뢰행동기구 표준 및 기타 관

련 표준 또는 규정을 준수하는 표준운영절차를 확립 및 유지해야 한다(shall). 

국가지뢰행동기구 또는 기관이 없는 경우, 운영자가 추가적인 책임을 맡는 것이 좋다(should). 

그 책임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1) 폭발물의 보관, 운송 및 취급에 관한 자체 규정, 직업규약, 표준운영절차 및 기타 적절한 조

항의 반포, 유지 및 업데이트

2) 폭발물의 보관, 운송 및 취급에 관한 표준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같은 국가의 다른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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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와 협력

3) 폭발물의 보관, 운송 및 취급에 관한 국가 규정 및 행동 강령을 수립하기 위한 조력

12.3. 지뢰제거단체 요원

지뢰제거단체 요원은 다음의 사항을 행해야 한다(shall).

1) 폭발물의 보관, 운송 및 취급 시 요원의 행동과 안전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는 일

2) 요원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위험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는 폭발물의 보관, 운송 및 취급

에 관한 모든 상황을 직속상관에게 즉시 보고하는 일. 이는 모든 분실된 것으로 드러난  

폭발물 또는 폭발물품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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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A 인용(표준)

다음의 표준문서에는 본 표준의 본문에서 참고하거나 본 표준의 일부 내용을 구성하는 조항들

이 포함된다. 인용날짜 이후에 이루어진 인용문서의 수정 및 개정 내용은 본 판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표준의 인용내용에 기반을 둔 협약당사자들은 가능한 다음에 열거한 표준문서

의 최신판을 찾아 적용하기를 권장한다. 인용날짜가 없는 경우는 표준문서의 최신판이 적용되

었음을 말한다.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및 국제전기

기술위원회(IEC,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회원들은 유효한 현행 국제표준화기

구 및 유럽표준화기구(EN, European Normalisation)의 등록자격을 갖는다.

1) 국제탄약과학기술지침서 01.50 유엔 폭발물 분류 시스템 및 코드

2) 국제탄약과학기술지침서 02.20 수량 및 이격거리

3) 국제탄약과학기술지침서 02.50 화재 안전

4) 국제탄약과학기술지침서 04.10 현장 및 임시 저장고

5) 국제탄약과학기술지침서 05.20 폭발물 시설을 위한 건물의 종류

6) 국제탄약과학기술지침서 08.10 탄약 운반

7) 국제탄약과학기술지침서 09.10 보안 원칙과 시스템

8) 폭발물제조 연구소; 안전도서관 간행물 No. 22 - ‘다른 기타 폭발성 물질과 같은 차량에 

적재된 뇌관의 안전한 운송을 위한 권장사항’2007년 2월

9) 폭발물제조 연구소; 안전도서관 간행물 No. 2 - 2011년 10월까지 변경된‘미국 간격 표’ - 

자세한 내용은 http://www.ime.org

10) 국제지뢰행동표준 04.10 지뢰행동 용어, 정의 및 약어집

11) 국제지뢰행동표준 09.30 폭발물 처리(EOD)

본 참고문서들의 최신번역 및 최신판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should). 제네바인도적지뢰제거국제

센터(GICHD, Geneva International Center for Humanitarian Demining)가 본 표준에서 사용된 

모든 인용표준의 사본을 보관한다. 국제지뢰행동표준, 지침, 참고자료의 최신 번역 및 판본의 

등록은 제네바인도적지뢰제거국제센터가 관리하며,  국제지뢰행동표준 웹사이트

(http://www.mineactionstandards.org/)에서 찾을 수 있다. 국가지뢰행동기구, 직원 및 기타 관심 

있는 기관 및 조직은 지뢰행동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사본을 입수하는 것이 좋다(sh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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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B (참고) 

탄약고 제작의 일반 요구사항

B.1. 영구 구조물  

영구 구조물은 국제탄약과학기술지침서 05.20 폭발물 시설을 위한 건물 종류에 수록된 지침에 

따라 설계 및 건축하는 것이 좋다(should).

B.2. 휴대용 또는 이동식 탄약고

휴대용 탄약고는 스키드 장착용기, 트레일러 혹은 세미 트레일러와 같은 휴대용 구조물이다. 

다른 유형의 현장 또는 임시 보관 설비들은 국제탄약과학기술지침서 04.10 현장 및 임시 저장

고(Field and temporary storage)에 따라 사용될 수 있다(may).

휴대용 또는 이동식 탄약고는 도난방지 되고, 내화성 및 내후성(耐候性)이어야 한다(shall). 탄

약고는 내부에 목재를 붙인 강철로 제작되어야 한다. 가능한 경우 다음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좋다(should).

참고 : 내부가 불꽃방지소재를 붙인 15.9mm의 강철

      내부가 9.5mm 이상의 합판 또는 파티클보드를 붙인 12.7mm의 강철

      내부가 57mm의 합판 또는 파티클보드로 붙인 9.5mm의 강철

탄약고는 지면에 닿지 않도록 지지하는 것이 좋다(should). 크기가 1m3 미만인 탄약고는 통째

로 도난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정된 물체에 채워 두는 것이 좋다(should).

문은 꼭 맞아야 한다(shall). 경첩 및 잠금장치는 문이 잠겼을 때 제거할 수 없는 용접, 리벳 또

는 볼트로 단단히 장착되어야 한다(shall). 

저장된 폭발물이 습해지거나 뜨거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환기를 제공해야 한다

(shall). 기후 조건, 탄약고의 크기 및 위치에 따라 필요한 환기량이 결정될 것이다.

참고 : 탄약고 벽의 환기구는 탄약고 내부 부피 1.0m3 당 최소 60cm2의 전체 표면적을 가지는 것이 좋

다(should).

탄약고에는 직경이 9.5mm의 강화된 걸쇠를 가진 적어도 5개의 강철 자물쇠를 장착하는 것이 

좋다(should). 자물쇠에 사용되는 하드웨어는 자물쇠와 동등한 품질을 쓰는 것이 좋다(should).

휴대용 탄약고로 사용되는 트레일러 또는 세미 트레일러는 휠을 제거하거나 국가지뢰행동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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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승인한 휠 잠금장치로 잠가서 고정하는 것이 좋다(should).

B.3. 데이박스(Day box)

데이박스는 도난방지(theft-resistant), 내화성 및 내후성(耐候性)을 갖춰야 하는(shall) 휴대용 폭

발물 처리함이다. 방탄일 필요는 없다. 

데이박스는 내부가 적어도 12.7mm 되는 합판 또는 파티클보드로 붙여진 적어도 2.6mm의 강

철로 제작하는 것이 좋다(should). 

데이박스의 뚜껑은 그 입구와 25mm 이상 겹치는 것이 좋다(should). 경첩 및 잠금장치는 뚜껑

이 잠겼을 때 제거할 수 없는 용접, 리벳 또는 볼트로 단단히 장착되어야 한다(shall). 

탄약고에는 직경이 9.5mm의 강화된 걸쇠를 가진 적어도 5개의 강철 자물쇠를 장착하는 것이 

좋다(should). 자물쇠에 사용되는 하드웨어는 자물쇠와 동등한 품질을 쓰는 것이 좋다[should].

폭발성 물질은 데이박스에 방치해서는 안 되며(shall) 휴대용 또는 이동식 탄약고나 영구 탄약

고로 옮겨야 한다(shall). 

B.4. 뇌관 운송 컨테이너

뇌관 및 기타 폭발물들은 뇌관을 목적으로 특별히 고안되고 제작된 뇌관 운송 용기나 칸에 운

반된다면 같은 차량에 운송될 수 있다(may). 이것은 바로 사용가능한 뇌관에는 적용되지 않는

다. 즉, 바로 사용가능한 뇌관이 원래 포장용기에 들어있고 폭발물 처리함과 가능한 한 멀리 

떨어져 있다면 운반될 수 있다. 뇌관 운반용기는 다음 조건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shall).

1) 같은 차량에 운반되는 폭발물은 다음으로 제한된다. 

(1) 뇌관

∙ 뇌관, 전기 1.4B 및 1.4S 

∙ 폭약 1g 이하를(점화장치와 초과전지 제외) 함유한 뇌관 전기 1.1B는 1.2m 또는 그 이상

의 철제 끈을 가진 전기뇌관이다.

∙ 뇌관, 비전기 1.4B 또는 1.4S

(2) 1.1A 물질을 제외한 1급 폭발성 물질 (폭발물 A, B 및 C) 

참고: 본 국제지뢰행동표준의 부속서 E는 위험분류와 호환 코드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2) 상기 C.4 1) (1) 보조항에 설명된 뇌관 포장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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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g 미만의 폭약이 담기고 1000개 미만의 양으로 운송되는 뇌관 전기 1.4B, 1.4S 및 

1.1B는 용기에 담기 전에 제조업체의 설명서를 충족하는 내부 포장재 또는 상자에 포

장해야 한다(shall).

(2) 비전기 뇌관 1.4B 및 1.4S는 제조업체의 원래 외부포장 상태로 용기에 적재해야 한다(shall).

3) 다른 재료를 휴대용 뇌관 용기 위에 적재해서는 안 된다(shall).

4) 뇌관 용기는 운송 중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에 고정해야 한다(shall).

5) 뇌관 용기에는 지뢰제거단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공식 언어로 ‘폭발물 포함, 취급 주

의’라는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s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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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C (참고) 

화재예방

폭발물 및 폭발성 물질을 보관하는데 책임이 있는 지뢰제거단체는 문서화된 화재예방 정책 및 

표준운영절차를 확립 및 유지해야 한다(shall). 이 정책 및 표준운영절차는 다음을 포함하는 것

이 좋다(should).

1) 탄약고 주변 20m 이내 금연. 금연 및 화기 금지 표시를 탄약고 주위에 눈에 띄게 표시해야 

한다(shall).

2) 탄약고 주변 지역의 잔디와 덤불은 깎아서 짧게 유지해야 한다(shall).

3) 화염 또는 불꽃 생성 장비를 탄약고 주변 20m 이내에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shall). 그런 장

비가 탄약고를 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폭발물을 빼내야 한다(shall).

4) 페인트, 오일, 휘발유 또는 기타 가연성 물질을 폭발물과 함께 보관해서는 안 된다(shall). 

승인된 청소물질을 탄약고의 유지관리를 위해 사용할 수 있지만(may)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제거해야 한다.

5) 어떤 종류의 빈 용기도 폭발물과 함께 보관하지 않아야 한다.

6) 최소 2개의 9.0리터 물 소화기가 각 폭발물 저장고(explosive store) 밖 눈에 띄는 곳에 있어

야 한다(shall).

7) 모든 소방장비를 완전히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8) 어떤 형태의 낙뢰 보호 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should).

9) 탄약고에 반입이 허용되지 않는 물품들을 나열한 게시판이 탄약고 입구에 눈에 잘 띄게 보여

져야 한다(shall). 게시판에 보이는 금지 물품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랜턴, 오일 램프 및 스토브와 모든 화염 및 불 생성 제품

(2) 성냥, 담배 라이터 또는 기타 휴대용 발화 수단

(3) 모든 형태의 담배 및 흡연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물품

(4) 용기의 유지관리를 위해 허가되었거나 차량의 탱크에 포함된 것 이외의 가연성 액체 및 용제

(5) 음식 및 음료

(6) 휴대전화를 포함한 무선장비(모든 종류)

(7) 경비원이 소지한 것을 제외한 총기

(8) 승인된 응급처치 세트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을 제외한 약물 및 의약품

(9) 보관이 승인되지 않은 탄약

(10) 보호되지 않은 전원

10) 보관시설의 외부 표지는 그 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지점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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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야 하며, 내용물의 위험분류를 나열해야 한다(shall).

11) 전기 배선 및 부속품을 위한 모든 금속 외함은 전체에 걸쳐 효과적으로 접합되고 접지되

어야 한다(should).

12) 화재 시 경보음을 울리는 장치가 적소에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shall).

13) 화재 시 탄약과 관련된 위험을 요원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정확한 화재 기호를 탄약이 있

는 각 건물 외부에 표시해야 한다(s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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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D (참고) 

폭발성 물질 보관 거리표

순 폭발물 양

NEQ (kg)

거리(m)

거주 건물 거리
대중교통 노선(교통량)

탄약고간 거리
3000대/일 미만 3000대/일 이상

이상 미만

바리

케이트 

설치

바리

케이트 

미설치

바리

케이트 

설치

바리

케이트 

미설치

바리

케이트 

설치

바리

케이트 

미설치

바리

케이트 

설치

바리

케이트 

미설치

0 3 21.3 46.6 9.1 19.3 15.5 33.6 1.8 4.1

3 5 29.4 56.1 11.7 23.3 21.2 42.4 2.6 5.3

5 10 34 68.9 13.9 27.7 25.1 50.1 3.7 6.2

10 15 39 79 15.6 31.1 29.0 57.9 3.4 6.5

15 20 43.6 87.8 17.2 34.5 32.0 64.1 3.8 7.7

20 25 48.2 93.9 19.5 39.1 35.6 71.3 4.4 8.8

25 35 53.1 105 21.6 43.3 39.5 78.9 4.6 9.3

35 50 58.2 118 23.0 46.0 42.7 85.3 4.9 9.9

50 65 62.8 129 25.0 50.0 46.8 93.7 5.6 11.2

65 80 70 138 28.1 56.3 52.0 104 6.2 12.5

80 100 74.8 148 30.6 61.1 55.6 111 6.7 13.4

100 120 79.6 158 32.6 65.3 59.1 118 7.1 14.3

120 150 84.5 169 34.4 68.8 63.0 126 7.6 15.2

150 200 92.3 186 37.5 75.0 69.0 138 8.4 16.8

200 250 100 201 40.2 80.5 74.4 149 9.1 18.2

250 300 106 213 42.7 85.4 79.1 158 9.6 19.2

300 350 112 225 45.1 90.3 83.3 167 9.9 19.9

350 400 118 236 46.8 93.6 87.1 174 10.5 21.0

400 450 121 243 48.5 97.0 90.8 182 10.9 21.8

450 500 129 252 50.2 100 96.5 193 11.8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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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바리케이트 설치는 자연 또는 인공 장벽을 이용하여 폭발물이 들어있는 건물이나 기타 건물 또

는 철도나 도로로부터 폭발물이 포함된 탄약고를 효과적으로 방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차단제방

(traversing)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참고 : 인공 바리케이트는 두께 90cm 이상의 인공 흙더미 및 돌로 다져진 흙벽이다.

참고 : 소량(최대 18kg 순 폭발물 양)의 경우, 탄약/폭발물로부터 1m 떨어져 있고 탄약/폭발물 위에서 

2°연장된 68cm(최소 60cm) 두께의 벽돌 벽(자세한 내용은 국제탄약과학기술지침서 05.30 참고)

참고 : 자연 바리게이트는 언덕이나 또는 건물에서 탄약고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충분히 빽빽한 삼림과 

같은 자연적 지형, 혹은 나무에 잎이 없을 때 보호를 요하는 지형을 의미한다.   

참고 : 이번에 포함된 표는 국제지뢰행동표준 10.50 1판 및 2판에 수록된 기존 버전보다 폭발물에 대한 

더 적은 양적 거리를 가진다. 이는 폭발물 등을 폭파시키려 함에 따라 파편화 효과가 무시되기 때문이

다. 그래서 본 표는 파편화 위험이 거의 없는 폭파 저장소에만 사용된다. 본 표는 군용 탄약이 관련될 

수 있는 대인 지뢰, 전쟁잔류폭발물, 비축물 또는 유사한 것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shall).

참고 : 팀의 본부 위치에서 멀리 떨어져 작전상의 폭발물 처리함이 사용되고 있는 경우, 항상 ‘사용 

중’으로 간주된다. 본 표의 거리는 ‘사용 중’인 폭발물 처리함 및 팀과 연결되지 않은 영역 및 시

설, 예를 들어 실행 가능한 경우 집, 도로 등 사이에 적용된다. 7.6절에 기재된 거리는 그들이 있는 지

역의 보안 환경에 따라 ‘사용 중’인 폭발물 처리함과 팀의 임시 숙소, 차고 등 사이에 적용하는 것이 

좋다(should). 

참고 : 본 표는 물품의 파편화 위험이 없는 한, 최대 순 폭발물 양 500kg의 기관의 주요 대량 재산인 

폭파용 폭발물 및 부대물품을 위한 안전거리를 계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순 폭발물 양 500kg 이상

은 국제탄약과학기술지침서 02.20을 사용해야 한다.

참고 : 군용 탄약을 포함하여 파편화의 위험을 수반하는 대인 지뢰, 전쟁잔류폭발물, 확산탄 및 비축물

을 보관하는 경우, 국제탄약과학기술지침서 02.20에 기재된 폭약량 안전거리(Quantity Distance) 표를 사

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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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E (표준) 

위험분류 코드

E.1. 위험분류

폭발 가능성이 있는 물품들은 기폭 시 나타나는 위험의 형태에 따라 여섯 가지 위험 분류

(Hazard Divisions, HDs) 중 하나로 분류되어 진다. 위험 분류(HDs)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숫

자 코드로 인해 식별된다 : 1.1, 1.2, 1.3, 1.4, 1.5, 1.6.

각각의 위험분류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정의는 본 부속서의 부록 1에 포함되어 있다.

E.2. 호환 그룹

위험분류와 더불어, 모든 탄약은 알파벳 A부터 H, J, K, L, N, S까지 각각 명칭이 붙여진 13가

지의 호환 그룹(Compatibility Groups, CGs) 중 하나로 분류되는데, 이것은 보관 및 운송 시 정

확한 분리를 위한 것이다.

각각의 호환 그룹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정의는 본 부속서의 부록 2에 포함되어 있다.

E.3. 위험분류 코드 

위험분류 코드(HCC, Hazard Classification Codes)는 2 혹은 3개의 번호와 하나의 문자로 된 코

드를 생성하기 위해 탄약 물품의 위험 분류(HD)와 호환 그룹(CG)을 결합하여 형성된다. 

예)‘1.1 D’ 또는 ‘1.21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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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E의 부록 1 (표준) 

탄약 위험분류

탄약은 기폭 시 드러나는 위험에 따라 6가지 위험분류(Hazard Divisions)로 나뉜다.

위험분류 1.1 – 대량폭발 위험이 있는 탄약

폭발은 가까이에 위치한 건물들에 대해 심각한 구조적 피해를 초래할 것이고, 그 심각성은 폭

발 양 및 폭발지점과 건물과의 거리에 따라 정해진다. 폭발이 발생한 구조물로부터 날아온 무

거운 파편들에서 오는 위험이 있을 수 있으나(may), 발파 및 고속 파편이 주된 위험요소이다. 

위험분류 1.2 – 사출의 위험은 있지만 대량폭발의 위험은 없는 탄약

폭발은 물체의 지속적인 연소와 폭발이 점진적으로 몇 차례 일어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파편, 불씨 및 폭발하지 않은 물품의 사출이 여러 차례 일어날 수 있다(may). 이 중 일부는 충

격에 폭발하여 화재나 폭발을 확산시킬 수 있다. 폭발의 영향은 폭발이 일어난 곳에서 가까운 

지역으로 국한될 것이다. 

폭약량 안전거리(the quantity distance)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위험군은 다음과 같이 

세분화된다. 

1) 하위단계 1.21 – 여러 종류의 커다란 파편을 생성해내는 탄약

2) 하위단계 1.22 – 작은 범위 내의 작은 파편을 생성해내는 탄약

위험분류 1.3 – 화재 위험성 및 소폭발 위험과 소사출 위험 중 하나 혹은 둘 다 있지

만, 대량 폭발 위험성을 포함하지 않는 탄약. 

폭약량 안전거리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러한 위험군은 다음과 같이 세분화된다. 

1) 하위단계 1.3.1 - 상당한 열복사를 방출하는 강한 열과 맹렬함으로 불타는 탄약 

2) 하위단계 1.3.2 – 산발적으로 연소하는 탄약. 이런 탄약은 파편을 생성해내며 폭발할 수 있다.

                   불꽃과 불이 붙은 용기들도 사출될 수 있다. 

위험분류 1.4 – 중대한 위험이 없는 탄약

이 분류에 속한 탄약은 주로 보통 수준의 화재 위험성을 갖고 있지만, 화재로 이어지는 데 크

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 영향은 주로 포장 용기에 한정된다. 그렇지만 외부의 화재는 포장 

상태를 저하시켜서 탄약의 영향을 억지할 수 없게 된다. 상당한 정도의 파편의 크기와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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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되지 않는다. 포장 용기에 물품이 다수 들어있을 시, 외부의 화재는 내용물 전체의 대량 

폭발을 야기하지 않을 것이다.

위험분류 1.5 – 대량폭발에도 매우 둔감한 탄약

이 분류에 속한 탄약은 정상적인 보관과 운송 범위 안에서의 폭발로 이어지는 화재를 발생시

킬 만한 가능성이 거의 없을 정도로 민감성이 떨어지는 특정 대량 폭발물에만 국한된다. 폭약

량 안전거리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험분류 1.5에 속한 폭발물은 위험분류 1.1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위험분류 1.6 – 매우 둔감하며 대량폭발 위험이 없는 탄약

이 분류는 민감도가 극히 낮은 폭발성 물질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우연한 기폭이나 파급의 확

률이 미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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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E의 부록 2 (표준) 

탄약 호환 그룹

탄약 및 폭발물은 A부터 H, J, K, L, N 및 S까지 13개의 호환 그룹 (CGs, Compatibility Groups)

으로 나뉜다. 그룹 I는 대문자 I와 숫자 1과의 혼동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 생략되었다. 보관

과 운송에서 조합될 수 있는 독특한 가능성으로 인해 그룹 S에는 구별이 분명한 문자가 주어

졌다.

2.E.1 각 호환 그룹의 정의

그룹 A 주요폭발물

그룹 B 주요폭발물을 함유한 탄약

그룹 C 압축가스, 폭발물 또는 다른 이차적인 연소 폭발물 혹은 그러한 폭발물을 함유한 탄약

그룹 D 이차 폭발 폭약, 흑색 화약 또는 이차 폭발물이 들어있는 탄약으로, 각각의 경우, 자체

의 기폭 수단이 없거나 추진 전하가 없음 

그룹 E 자체의 기폭 수단은 없으나 추진 전하가 있는 이차 폭발폭약이 함유된 탄약

그룹 F 자체의 기폭 수단이 있으며, 추진 전하가 있거나 혹은 없는 이차 폭발폭약이 함유된 탄약

그룹 G 불꽃 물질, 혹은 불꽃 물질을 포함하는 탄약, 혹은 폭발물 그리고 빛, 불, 눈물 및 연

기를 발생하는 물질을 모두 함유하는 탄약 [수분활성화 물품이나 백린을 함유한 물품, 인화물, 

또는 가연성 액체나 젤은 제외] 

그룹 H 폭발물과 백린을 둘 다 함유한 탄약 

그룹 J 폭발물과 가연성 액체나 젤을 둘 다 함유한 탄약 

그룹 K 폭발물과 독성 화학물질이 모두 함유된 탄약

그룹 L 폭발물을 함유하고 모든 형태의 분리를 필요로 하는 특별한 위험을 가진 탄약  

그룹 N 극도로 무감각한 폭발성 물질만을 함유하고 있는 탄약 

그룹 S 외부의 화재가 포장을 훼손시킨 경우를 제외하고 보관이나 운송 중 어떠한 폭발성을 

띤 영향에도 보호될 수 있게 포장되거나 설계된 탄약

참고 : 호환 코드 D는 이차적인 폭발성 폭약[폭발성 아주 높음]이나 흑색화약이 먼지가 들어갈 수 없는 

용기에 적절히 포장되었을 경우에만 적용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호환 코드 L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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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호환 코드 D 혹은 E는 퓨즈가 장착되었거나 퓨즈와 함께 포장된 탄약에 적용될 수 있다. 

참고 : 호환 코드 F는 퓨즈가 장착되었거나 퓨즈와 함께 포장된 탄약에 반드시 적용될 필요가 없다. 

참고 : 품목에 주어진 위험단계와 호환 코드는 그 품목이 규격 포장에 완벽하게 포장되었을 때 적용된

다. 포장이 안 되었거나 규격 포장에 포장되지 않은 경우, 기계조작원은 포장 코드의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포장 코드가 없을 경우, 그 품목은 반드시 새로 발급된 코드에 따라 보관해야 한다. 예컨대, 보통

의 경우 퓨즈와 함께 동일한 외장 포장용기 속에 담아지나 [1.2E로 분류된] 고성능 수류탄에로의 퓨즈 

작동이 방지된 보호내장포장에 담겨 포장되는 고성능 수류탄이 보호내장포장이 없이 다른 포장용기에 

담긴다면, 1.1F 품목의 특성을 띄게 되는데, 이는 그 내용물이 대형 폭발할 것이고 부착된 기폭 수단을 

갖게 됨을 의미한다. 이런 경우, 호환코드의 조합 규칙을 사용하여 호환코드‘F’로서 보관할 것이며, 

보관소에서의 폭발물 순중량 계산 시 위험분류 1.1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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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E의 부록 3 (표준) 

탄약 호환 그룹 혼합 규칙

표4: 호환 그룹 혼합 규칙

본 도표 사용 시 아래 명시된 색상 코드와 박스 안의 참고 번호 및 뜻을 참고하시오.

 : 본 두 호환 그룹에 속한 품목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함께 보관될 수 없다. 참고 번호가 

있는 곳은 아래와 같이 추가 제한이 적용된다.

 : 본 두 호환 그룹에 속한 품목들은 보관 중 섞여도 무관하다. 참고 번호가 있는 곳은 적

합한 참고 상의 법칙이 적용된다.

 : 본 두 호환 그룹에 속한 물체들은 박스에 있는 참고번호에 대한 아래에 기술된 범주를 

충족시킨다면, 보관 중 섞여도 무관하다. 

참고 1 : 호환 그룹 B 퓨즈는 조합 품목과 함께 보관되어질 수 있으나(may), 순 폭발물 양은 합산되어 

호환그룹 F처럼 취급되어야 한다(shall).

참고 2 : 같은 건물 내에서의 보관은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분리되어 있을 때만 허락될 수 

있다[may]

참고 3 : 호환그룹 G의 품목과 다른 그룹의 품목의 혼합은 국가 유자격 기관의 재량이다. 이는 호환코

드 G의 품목들에만 적용되며 호환코드 G 품목들은 반드시 따로따로 보관되어야 한다.

호환그룹 A B C D E F G H J K L N S
A
B (8) (1.8) (1.8) (1.8) (3.8)
C (8) (2) (3) (4)
D (1.8) (2) (3) (4)
E (1.8) (2) (3) (4)
F (1.8) (2) (2) (2) (3)
G (3.8) (3) (3) (3) (3)
H
J
K
L (5)
N (4) (4) (4) (6) (7)
S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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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 : 호환그룹 N 품목들은 그룹 S를 제외한 다른 호환 그룹의 품목들과 대체적으로 함께 보관하지 

않는 것이 좋다(should). 그렇지만, 이들 품목들이 호환 그룹 C, D, E의 품목들과 함께 보관

되어질 경우, 호환 그룹 N의 품목들은 호환 그룹 D의 품목들이 띠는 성질과 같다고 간주될 

수 있어서 그에 따라 호환 그룹 혼합 법칙이 적용된다. 

참고 5: 호환 그룹 L의 품목들은 항상 다른 호환 그룹이나 호환 그룹 L과 다른 성질을 띠는 모든 품목

들과 따로 보관되어져야 한다. 

참고 6: 1.6N 탄약의 혼합은 허용된다. 만일 그 탄약이 같은 계열에 속하였고 또는 탄약 하나가 폭발하

는 경우 다른 계열의 탄약에 즉각적으로 전이되지 않음이 입증되었다면, 혼합을 이룬 그 호

환그룹은 N으로 남게 된다 [그 계열은 ‘호환성이 있다’고 불린다].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

에는 모든 혼합의 탄약은 호환 그룹 D의 성질을 띤다고 고려하는 것이 좋다(should). 

참고 7 : 혼합된 1.6N과 1.4S의 묶음은 호환 그룹 N의 성질을 띠게 된다고 고려될 수 있다[may]

참고 8 : 뇌관이 벽돌이나 모래주머니로 만든 뇌관안전구역 내에 보관된다면, 호환코드 B에 속한 뇌관

들은 이런 호환코드 품목들과 함께 보관 가능하다.

이 부록에 명시된 혼합 법칙은 사용이 준비된 탄약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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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F (표준) 

비활성, 훈련용, 교육용 또는 모형 지뢰 및 탄약

F.1. 일반사항

이 부록의 목적은 비활성, 훈련용, 교육용 또는 모형 지뢰 및 탄약이 다음을 목적으로 하여 정

확하게 관리, 보관, 설명하려는 데 있다.

1) 사고방지

2) 불필요한 제거 작업으로 이어지는 잘못된 식별 사고 방지 및 안전한 절차 수립 

3) 훈련 및 비활성 지뢰와 탄약의 안전 확립

4) 훈련 및 비활성 지뢰와 탄약이 큰 비용을 발생시키는 불필요한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함

활성 지뢰 및 탄약을 비활성, 훈련용, 교육용 및 모형으로 분해하거나 개조하는 모든 인가받는 

작업은 검증된 자격을 갖춘 폭발물 처리 전문가에 의해서만 행해져야 한다(shall). 이런 작업에

는 높은 수준의 위험이 내재하므로, 그런 활동의 허가는 해당국가의 프로그램 관리자 또는 이

와 동등한 자 및 지뢰제거단체/EOD 단체의 책임으로 두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작업은 분해

하는 품목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으며, 국가지뢰행동기구/지뢰행동센터의 기술 작업 관리자

와 기술권위자들에 의해 자격 및 경험을 바탕으로 권위를 부여받은 레벨 3+ 기술자들에 의해

서만 수행되는 것이 좋다(should). 이런 기관은 제조업체 또는 그 품목의 출처 국가의 군대로부

터 기술문서들을 모두 받아놓아야 한다. 품목의 모든 부품에 대한 도표나 엑스레이를 포함한 

기술적 분해 설명서의 전문은 국가프로그램 관리자의 허가를 받기 전에 반드시 지뢰행동센터

의 기술작업 관리자와 기술권위자들에 의해 제작되고 승인되어야 한다. 그런 활동들의 허가 

내용을 담고 있는 통지문은 국가 프로그램 관리자에 의해 작성되어야 하는데, 이때 권한을 부

여받은 절차의 수행자, 탄약의 내용물, 그리고 인가 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통지문은 

절차가 점검되었으며, 절차가 수행될 장소가 조사되어 해당 품목의 분해를 위한 요건들, 예컨

대 보호차폐, 접지 절차, 전도면, 전기설비의 올바른 기준 등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통지문에는 반드시 국가 관리자, 기술 관리자, 지뢰행동센터 기술 권위자 및 

그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의 서명이 있어야 된다.

참고 : 훈련용 및 모형지뢰와 탄약은 시중에서 판매가 가능한 상태이다. 원 제조업체로부터 직접 입수

하거나 혹은 그 목적을 위해 특별 제작했던지 간에, 그것들은 내용물을 비운 채 만들어진다. 이런 것들

이 첫 번째 선택으로 사용되는 것이 좋다(should). 지역에서 제조된 훈련 및 교육 지뢰와 탄약은 마지막 

수단으로서만 사용하는 것이 좋다. 비활성 모형의 가격이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탄약 분해에 관여하는 

이유가 되지 않는 것이 좋다(should). 품목의 값이 사람의 목숨 값과 견줄 수 없음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다(sh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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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뢰행동센터 및 지뢰제거단체는 폭발물안전(FFE, Free From Explosives) 탄약을 기념품으

로 생산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F.2. 보관

비활성, 훈련용, 교육용 및 기타 모형지뢰와 탄약은 실탄과 함께 보관해서는 안 된다(shall). 그

것들은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보관소의 외부에 따로 보관해야 한다(shall).

안전절차를 받고 모든 폭발물질이 제거되어 폭발물안전(FFE) 품목임이 증명된 지뢰와 탄약은 

훈련 및 비활성 탄약과 동일한 방식으로 보관되어야 한다(shall). 기술작업 관리자는 담당구역 

내 모든 폭발물안전 품목들을 점검하여 그것들이 폭발물안전 품목들이 맞는지 가급적 빨리 확

인하는 것이 좋다(should). 

비활성, 훈련용, 교육용 및 기타 모형지뢰와 탄약은 실탄과 동일한 용기 안에 보관해서는 안 

된다(shall). 그것들은 비활성 혹은 훈련용이라고 그 지역의 언어로 명확히 표기되어진 후 별도

의 용기 안에 따로 보관해야 한다(shall). 또한 유엔의 여섯 가지 공인 언어(아랍어, 중국어, 영

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중 하나로도 표기하는 것이 좋다(should). 기타 모든 표시는 

실탄이 들어있는 것으로 잘못 식별될 가능성이 없도록 컨테이너에서 제거해야 한다(shall).

F.3. 이전

비활성, 훈련용, 교육용 또는 모형지뢰 및 탄약은 활성탄과 같은 컨테이너로 이동해서는 안 된

다(shall). 이들은 별도의 컨테이너로 이동되어야 하며(shall), 현지어로 비활성 또는 훈련용이라

고 명확히 표시되어야 한다(shall). 또한 유엔의 여섯 가지 언어(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

어, 러시아, 스페인어) 중 하나로 표시되어야 한다(shall). 기타 모든 표시는 실탄이 들어있는 

것으로 잘못 식별될 가능성이 없도록 컨테이너에서 제거해야 한다(shall).

비활성, 훈련용, 교육용 및 기타 모형지뢰와 탄약은 실탄과 동일한 차량으로 운반하는 것을 가

능한 한 권장하지 않고 있으나, 이는 현지 상황에 따라 때로는 허락될 수도 있다(may).

F.4. 지뢰 및 탄약의 분해

지뢰제거단체는 적절한 기술 작업을 바탕으로 한 조사, 개조, 혹은 폐기의 목적이 아닌 이상, 

지뢰 및 탄약을 분해, 변경(개조), 손대지 않는 것이 좋다(should). 

실탄 및 활성 지뢰(live mines and ammunition)의 비활성, 훈련용, 교육용 또는 모형 물품으로

의 모든 승인된 분해나 개조는 자격과 권한이 있는 폭발물 처리 전문가에 의해서만 행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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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shall). 이와 같은 작업에는 높은 수준의 위험이 내재하므로 이런 작업의 허가는 해당 국

가의 프로그램 관리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 및 지뢰제거단체/ EOD 단체의 책임으로 두어야 

한다[shall]). 또한, 이러한 작업은 분해하는 품목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으며, 국가지뢰행동

기구/지뢰행동센터의 기술 작업 관리자와 기술권위자들에 의해 자격 및 경험을 바탕으로 권위

를 부여받은 레벨 3+ 폭발물 처리 기술자들에 의해서만 수행되는 것이 좋다(should). 이런 기관

은 제조업체 또는 그 품목의 출처 국가의 군대로부터 기술문서들을 모두 받아놓아야 한다. 품

목의 모든 부품에 대한 도표나 엑스레이를 포함한 기술적 분해 설명서의 전문은 국가프로그램 

관리자의 허가를 받기 전에 반드시 지뢰행동센터의 기술작업 관리자와 기술권위자들에 의해 

제작되고 승인되어야 한다. 

그런 활동들의 허가 내용을 담고 있는 통지문은 국가 프로그램 관리자에 의해 작성되어야 하

는데, 이때 권한을 부여받은 절차의 수행자, 탄약의 내용물, 그리고 인가 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통지문은 절차가 점검되었으며, 절차가 수행될 장소가 조사되어 해당 품목의 분해

를 위한 요건들, 예컨대 보호차폐, 접지 절차, 전도면, 전기설비의 올바른 기준 등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통지문에는 반드시 국가 관리자, 기술 관리자, 지뢰행동

센터 기술 권위자 및 그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의 서명이 있어야 된다.

F.5. 비활성 또는 훈련용 지뢰 및 탄약의 표시

모든 비활성, 훈련용, 교육용 및 기타 모형지뢰와 탄약은 모든 표면에 ‘비활성’ 혹은 ‘훈련

용’이라고 용기의 모든 면에 현지어로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shall). 또한 유엔의 여섯 가지 

공인 언어(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중 하나로 표시하는 것이 좋다

(should). 이는 모든 각도에서 쉽게 식별되어 무심코 또는 우연히 제거 작업이나 안전화 절차의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한, 모든 비활성, 훈련용, 교육용 및 기타 모형지뢰와 탄약은 고유의 일련번호로 표시되어야 

한다(shall). 고유의 일련번호는 다음과 같은 형식을 따르는 것이 좋다(should).

ABC / 1234 / 01

(지뢰제거단체의 트라이그램 / 일련번호 / 제조 또는 구매연도)

국제 동맹국들이 동맹국 내부의 표준화를 위해 표준화협정(STANAG, Standardization 

Agreement)을 만들었지만, 탄약 및 폭발물의 본체 색상 표시에 대한 널리 받아들여진 국제 표

준은 아직 없다. 비활성, 훈련용, 교육용 및 기타 모형지뢰와 탄약은 지뢰행동단체들의 균일성

을 위해 진한 청색으로 칠하고, 혼동을 피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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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개인이 지뢰 혹은 무기 품목의 폭발성에 대해 확신할 수 없는 경우, 그것은 활성 품목으

로 취급되어야 함과(shall) 동시에 적절한 기술적 지뢰제거나 폭발물 처리 조언을 즉시 요청해

야 한다(shall).

F.6. 비활성 또는 훈련 지뢰와 탄약에 관한 등록 및 회계

지뢰제거단체는 책임 하에 있는 모든 비활성, 훈련용, 교육용 및 기타 모형지뢰와 탄약의 마스

터 등록부를 보관해야 한다(shall). 이 등록부에는 다음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shall). 

1) 일련번호

2) 대인지뢰 혹은 탄약의 형태

3) 현재 위치

4) 폭발물안전 인증서 일련번호

5) 표시된 부분이 보이고, 가능하다면, 폭발 물질이 제거된 부위가 보이는 여러 각도에서 찍은  

   해당 품목의 사진 

6) 가능하다면 해당 품목의 엑스레이 및 각각의 품목의 폭발물안전(FFE) 문서와 함께 보관된 

양화(陽畵) 이미지 

지뢰제거단체는 소유하고 있는 모든 비활성, 훈련용, 교육용 및 기타 모형지뢰와 탄약에 대한 

회계책임과 추적을 확실히 하기 위해 적절한 회계 시스템을 작동해야 하고(shall), 이것은 실탄 

회계 시스템에 기초하도록 권고된다. 모든 문서는 폭발물안전(FFE) 품목의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등록부와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다(should). 

F.7. 폭발물안전(FFE) 인증서

초기 취득 시, 모든 추정된 비활성, 훈련용, 교육용 및 기타 모형지뢰와 탄약은 적절한 자격을 

갖춘 폭발물 처리 기술자로부터 시각적 조사와 물리적 검사를 통해 품목이 폭발성, 불꽃, 최

루, 방사성, 화학, 생물학 또는 기타 독성 성분 또는 물질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

받아야 한다(shall). 또한, 폭발물 처리 기술자는 품목의 이전 활성화 상태를 나타내는 모든 표

시들(명칭, 위험분류, 위험호환코드, 이전 일련번호, 유엔의 상징 등)이 제거되거나 혹은 지워

졌는지 확인해야 한다(shall).

이후 폭발물 처리 기술자는 해당 품목에 대한 폭발물안전(FFE) 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는데

(shall), 증명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들은 다음과 같다(shall).

1) 고유 일련번호 (이는 관리의 편의성을 위하여 F.5의 일련번호와 동일할 것이 권장된다).

2)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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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한 폭발물 처리 기술자의 성명

4) 물품에 대한 간단한 설명

5) 폭발물안전(FFE) 인증서 

6) 조사한 폭발물 처리 기술자의 서명

참고 : 위의 내용 중 5) 항목에 사용될 기술은 그 지역의 언어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작성하

는 것을 권장한다.

      본인은 이 폭발물안전 인증서에 명시되고 있는 물품에 대한 시각적 조사와 물리적 검사

를 시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본 물품이 폭발성, 불꽃, 최루, 방사성, 화학, 생물학 또는 

기타 독성 성분 또는 물질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한다. 또한, 본인은 본 물

품에 대한 이전의 모든 탄약 표시들이 제거되거나 지워졌고, 훈련용 혹은 비활성으로 

재표기 되었음을 보장한다. 본인은 본 물품이 훈련, 전시, 혹은 교육 목적으로 사용되기

에 적합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확신한다.

지뢰제거단체는 위의 F6에 열거된 물품들과 함께, 발급된 모든 폭발물안전(FFE) 인증서의 등

록부를 보관해야 한다(shall). 

경고

만약 개인이 지뢰 혹은 무기 품목의 폭발성에 대해 확신할 수 없는 경우, 해당 품목은 활성화 

상태로 취급되어 적절한 기술적 지뢰제거나 폭발물 처리 조언을 즉시 요청해야 한다(shall). 그

럼에도 불구하고 확신할 수 없는 품목의 경우에는 폐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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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기록

국제지뢰행동표준의 개정관리 

국제지뢰행동표준 시리즈는 3년을 기준으로 공식적 검토를 필요로 하지만, 운영의 안전성 및 효

율성 또는 편집상의 목적을 위하여 3년 기간 이내에 개정된다.

본 국제지뢰행동표준에 개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아래의 표에 번호, 개정날짜 및 일반적인 세

부사항이 기록된다. 또한 개정내용은 국제지뢰행동표준의 표지에 편집일 아래 ‘통합개정번호

1 등’의 문구를 넣어서 표시한다.

각 국제지뢰행동표준에 대한 공식적인 평가가 완료될 경우에 새로운 개정판이 발행될 수 있다

(may). 새로운 판의 최신 수정조항들은 새 판에 통합되고 정리된 개정기록표에 통합된다. 추가 

재검토가 수행되면 개정기록은 다시 등재된다.

가장 최근의 국제지뢰행동표준은 웹사이트(www.mineactionstandards.org)에 등록되어 있는 개정

판이다. 

번호 일자 세부 개정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