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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확인
[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의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

☞ “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 “위해관리계획 / 주민고지시스템” ⇨ 지역 입력 후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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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1. 수포작용제 혼합물
1)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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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급실 처치 매뉴얼
[ 수포작용제 혼합물 중독 시 해독제 사용방법 ]
1. Chelation 치료는 숙련된 인원이 수행해야 한다. 지역 중독 센터 또는 화학물질 안전원
중독센터 혹은 중앙응급의료센터 해독제 사업팀으로써 협진의뢰가 필요하다. 표준 용량
용법은 매 4시간마다 3~5 mg/kg 4회 근주(IM). 이 용법은 노출과 증상의 심각도에 따
라 변동 할 수 있다.
2. BAL 치료의 금기로는 기존에 신장 질환이 있는 환자, 임산부 환자(목숨이 위험한 상황
은 제외), 현재 의료 목적으로 철분을 복용중인 환자가 있다.

[ 수포작용제 혼합물 중독 시 시행 할 Laboratory tes ]
CBC, blood glucose, electrolyte , LFT, cardiac marker, serum lactate, chest
radiography, and pulse oximetry, ABGA, ECG 모니터링, 검사가 가능한 기관이라면
필요시 Urinary arsenic excretion, Urine thiodiglycol 측정

[ 화상 환자의 처치 ]
1. 우선 환자 제염이 확인되면 환자를 중환자 처치 구역으로 옮겨 온열 화상에 준해 치료
한다.
2. 해독제 투여와 임상적으로 발생 가능한 전신 독성 발현에 대한 평가를 시행한다.
3. 모든 노출 환자들을 대상으로 전신 독성에 대한 평가를 시행한다.
4. 벗겨진 부위가 만약 크다면 환자에게 전신성 진통제를 사전에 충분히 주고 난 후, 하루
에 2~3번 월풀 욕조 목욕을 시행한다.
5. 일반적으로 수액 치료는 환자의 단순 화상 치료를 위해서 필요하지는 않고 적응증이 되
는 경우에 시행한다.
6. 혈액 배양 검사에서 균주가 검출 되었거나 감염의 징후가 있을 때에는 전신성 항생제를
사용해야 한다.
7. 넓은 범위의 2~3도 화상 환자들은 세밀한 치료와 역격리를 위하여 화상 전문센터로 전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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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노출 환자의 처치 ]
1. 제염 단계에서는 눈 부위 노출 시, 적어도 5~10분 동안 얼굴이 아래로 향한 상태에서
눈썹을 손가락으로 벌려서 생리 식염수로 천천히 눈을 씻어내야 한다. 밴드로 눈을 가리
지 않는다. 만약 필요하다면 검거나 불투명한 고글을 사용하여 눈부심(photophobia)으
로부터 오는 불편감을 감소시킨다.
2. 환자는 시야 검사를 포함하여 철저한 눈 검사를 받아야 한다. 증상이 경미한 경우는 약
국에서 일반의약품으로 구할 수 있는 점안액으로 치료를 하고 악화 증상이 있을 시 재
내원 할 것을 교육받고 귀가 조치해야 한다. 각막 손상 가능성을 고려하여 눈을 검사하
고 적절히 치료한다. 각막 손상이 있는 경우는 즉각 안과 협진을 시행한다. 초기에 결막
염이 생기고 눈꺼풀이 붓고 염증의 증상 및 징후가 있는 환자는 입원해서 치료 받으며
경과 관찰을 해야 한다.

3. 해독제 투여와 임상적으로 발생 가능한 전신 독성 발현에 대한 평가를 시행한다.

4. 노출 후에 초기에 경미한 증상을 보인 환자들은 최소 18시간에서 24시간 동안 경과 관
찰을 받아야 한다. 이 중 무증상이거나 심각하게 악화되지 않는 환자들에 한해서 증상
발현 시 즉시 의료적 처치를 구할 수 있게 해줄 지침서를 받아 가지고 퇴원하게 할 수
있다.

[ 호흡기 노출 환자의 처치 ]
1. 산소를 투여함을 기본으로 하되 제염 시 와 중환 처치구역 진료 시 에도 환자가 쇽 혹
은 심각한 호흡기 손상이 있다면

BAL 해독제 키트 사용을 포함하여 즉각적으로 ALS

프로토콜대로 진행한다.
2. 기관지 연축이 있을 시는 증상 경감을 위하여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할 수 있다.

[ 음독 형태 노출 환자의 처치 ]
1. 음독시에는 절대로 환자에게 구토를 유도하지 않도록 한다. 만약 환자가 의식이 명료하
고 삼킬 수 있다면 120~240ml 가량의 물이나 우유를 주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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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저혈압 이거나 심각한 호흡기계 손상을 보인다면 기존 ALS 프로
토콜에 따라 ABC 순서로 위험 소견에 우선순위를 두고 진료를 진행하며 해독제인 BAL
or Dimercaprol을 근주한다.
3. 해독제 투여와 임상적으로 발생 가능한 전신 독성 발현에 대한 평가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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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급실 대응 리스트
[ 제염 단계 ]
1. 대응 의료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화학물질대비 개인 방호 슈트(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 Level A to C를 착용한다. 호흡 보호를 한다.
(루이사이트와 겨자-루이사이트 혼합물에 젖은 옷이나 환자의 피부나 토사물에 접촉하
면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진도 급성 중독되어 짧게는 수 분 내에 전신 증상을 나타내고
사망할 수 있기 때문)
PPE Level C인 경우 전신 보호를 위해 PPE (예: Tyvek 또는 Saranex 등의 보호복)
또는 부틸(Butyl) 고무 재질의 앞치마, 여러 겹의 라텍스 장갑, 눈 보호 장비 등을 착용
한다.
(부틸(Butyl) 고무장갑이나 치마는 단기간에 좋은 피부 보호 장구이다.)
2. 환자가 병원 내원 전 단계에서 단순히 루이사이트와 겨자-루이사이트 혼합물 기체에 노
출되었고 제염 처치를 받았으며 피부나 눈의 자극 증상이 없다면 전문 생명 소생술(Adv
anced Life support, ALS) 프로토콜에 따라 ABC(Airway, Breathing, Circulation) 순
서로 중환자 진료 구역에서 진료를 진행한다. 기관삽관이 용이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수
술적 기도개방을 시행한다. 기관지 연축이 있는 환자에서는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한다.
3. 만약 제염 처치를 받지 않았다면 응급실 입실 전 제염 구역(Warm Zone)에서 먼저 제
염을 시행한다. 이때 의료진은 Hot zone에서와 같은 수준의 PPE를 입어야 한다. 환자
는 응급실에 들어가기 전에 제염을 받아야 하나 음압 기능을 갖추고 오염물의 배수로를
갖춘 제염 시설이 있는 병원이라면 원내에서 제염을 시행 할 수 있다. 환자가 의식이 없
거나, 저혈압 이거나 호흡기의 심각한 손상이 있는 등의 전신 독성 증상을 보인다면
Chelating Agent인 Dimercaprol 또는 British Anti-Lewisite(BAL)을 사용할 수 있다.
BAL은 쇽의 징후가 있는 환자나 심각한 폐손상 환자에게 투여해야만 한다. 기존 ALS
프로토콜에 따라 ABC 순서로 위험 소견에 우선순위를 두고 진료를 진행한다.
4. Chelation 치료는 숙련된 인원이 수행해야 한다. 지역 중독 센터 또는 화학물질 안전원
중독센터 혹은 중앙응급의료센터 해독제 사업팀으로의 협진의뢰가 필요하다. 표준 용량
용법은 매 4시간마다 3~5mg/kg을 4회 근주(IM)이다. 이 용법은 노출과 증상의 심각도
에 따라 변동 할 수 있다. BAL 치료의 금기로는 기존에 신장 질환이 있는 환자, 임산
부 환자(목숨이 위험한 상황은 제외), 현재 의료 목적으로 철분을 복용중인 환자가 있다.
뇨의 알칼리화는 Dimercaprol-metal 복합체를 안정화하고 Chelation 치료동안 신장을
보호한다고 제안되어 왔다. 만약 급성 신장 기능부전이 발생하면 Dimercaprol-metal
복합체를 제거하기 위해 투석(Hemodialysis, HD)을 고려해야만 한다. BAL의 부작용은
3mg/kg로 투여할 때에 주사 부위에 대부분 통증이 유발되는 것이다. 5mg/kg로 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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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오심, 구토, 두통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입술, 입, 인두에서는 작열감이 발생할
수 있고 눈에서는 눈물, 콧물, 침, 근육통, 사지의 작열감, 치통, 발한, 흉통, 불안, 기면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5. 환자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으면 자신들이 스스로 제염을 하도록 한다. 액체 형태가 튀
었다면 오염된 옷가지와 개인 소유물을 각각 다른 봉투에 보관하고 가능한 빨리 피부에
접촉된 루이사이트와 겨자-루이사이트 혼합물을 제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루이사이트와 겨자-루이사이트 혼합물은 고 침투성으로 호흡기나 소화기 또는 피부를
통과하여 빠른 시간 내에 환자의 사망을 유발 할 수 있다.)
6. 제염 시에도 빠른 처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환자가 증상이 있다면 해독제 BAL
or Dimercaprol 사용을 포함하여 즉각적으로 ALS 프로토콜대로 진행함으로 제염을 대
치한다.
7. 루이사이트와 겨자-루이사이트 혼합물에 젖어 있거나 녹은 환자의 옷은 신속히 제거하
고, 흐르는 물로 2~3분가량(가능하면 샤워기 세척으로) 충분히 세척하고 천연 비누로 2
번 세척한다.
(어린이나 노인의 경우 차가운 물로 오염물질 제거 시 저체온 증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
히 담요나 워머를 사용한다)

8. 눈 부위 노출 시, 적어도 5~10분 동안 얼굴이 아래로 향한 상태에서 눈썹을 손가락으로
벌려서 생리 식염수로 천천히 눈을 씻어내야 한다. 밴드로 눈을 가리지 않는다. 만약 필
요하다면 검거나 불투명한 고글을 사용하여 눈부심(photophobia)으로부터 오는 불편감
을 감소시킨다.

9. 음독시에는 절대로 환자에게 구토를 유도하지 않도록 한다. 만약 환자가 의식이 명료하
고 삼킬 수 있다면 120~240ml 가량의 물이나 우유를 주도록 한다. 활성탄 현탁액이 루
이사이트와 겨자-루이사이트 혼합물에 노출 후에 효용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없다.

[ 중환 구역 처치 단계 ]
1. 충분히 오염제거가 되었음을 확인한 후에는 기존의 ABC의 평가와 조치를 한다. 중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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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판단되는 환자 중 이 전 단계에서 정맥로 확보가 안 되었던 환자에게는 정맥로를 확
보 한다. 지속적으로 심장 기능 모니터링을 한다.
2. 혼수, 쇼크, 저혈압, 심각한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으면 해독제 BAL or Dimercaprol
사용을 고려한다. 기존의 ALS 프로토콜에 따라 대응한다.
2. 루이사이트와 겨자-루이사이트 혼합물 기체에 일차 노출되어 쇽, 심각한 호흡기계 손상
을 경험한 환자는 해독제 투여와 임상적으로 발생 가능한 전신 독성 발현에 대한 평가
를 시행한다. 단, 짧은 기간 호흡기 노출이 의심되며 무증상인 환자들의 경우는 해독제
투여 없이 산소 투여하며 최소 18시간에서 24시간 관찰해야 한다. 노출 후 더욱 빨리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에 좀 더 빠르게 치명적인 상태로 진행하는 경향이 있다. 발현 여
부 관찰 후 증상이 없으면 연락처를 남기고 증상 발현 시를 대비한 안내 지침서를 받아
가지고 퇴원 할 수 있다.
3. 루이사이트와 겨자-루이사이트 혼합물 액체나 용액에 피부가 노출된 경우는 화학 화상
이 발생할 수 있다. 노출 후 12시간이 지나서 작은 홍반이 생기는 경우는 좀처럼 심각
한 병변으로 진행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환자는 검사를 받아야 하며 보습 로션과 전신
성 진통제로 치료받아야 하며 상태가 악화되면 재내원 할 것을 교육받고 귀가하여야 한
다. 물집이 잡히는 유무와 관계없이 광범위한 부위의 홍반이 발생하거나 초기에 광범위
한 부분의 홍반이 발생하면 환자는 세밀한 검사와 처치를 받기 위해 입원해야만 한다.
대부분의 화상이 2도이지만 액체 형태에 노출 후 3도 화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벗겨진
부위가 만약 크다면 환자에게 전신성 진통제를 사전에 충분히 주고 난 후 하루에 2~3번
월풀 욕조 목욕을 시행한다. 그런 후 필요하면 국소 부위의 항생제를 도포한다. 피부 병
변이 낫는 데는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수액 치료는 환자의 단순 화상 치
료를 위해서 필요하지는 않고 적응증이 되는 경우에 시행한다. 혈액 배양 검사에서 균주
가 검출되었거나 감염의 징후가 있을 때에는 전신성 항생제를 사용해야 한다. 넓은 범위
의 2~3도 화상 환자들은 세밀한 치료와 반대 격리를 위하여 화상 전문센터로 전원 보내
야 한다.
4. 노출 후 12시간이 지나서 경미한 결막염이 생기면 심각한 병변으로 좀처럼 진행하지 않
는다. 환자는 시야 검사를 포함하여 철저한 눈 검사를 받아야 한다. 약국에서 일반의약
품으로 구할 수 있는 점안액(Visine이나 Murine과 같이 눈 부위의 보습 안구 용액)으로
치료를 하고 악화 증상이 있을 시 재내원 할 것을 교육받고 귀가 조치해야 한다. 각막
손상 가능성을 고려하여 눈을 검사하고 적절히 치료한다. 각막 손상이 있는 경우는 즉각
안과 협진을 시행한다. 초기에 결막염이 생기고 눈꺼풀이 붓고 염증의 증상 및 징후가
있는 환자는 입원해서 치료 받으며 경과 관찰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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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도 노출 후 12시간이 지난 이후에 경미한 증상을 보이는 환자는 가습기, 기침약을 사
용하도록 권고하고, 증상 악화 시 재내원 할 것을 교육받고 귀가해야 한다. 심각한 호흡
기계 손상 환자에서는 기관 삽관 및 인공호흡기 치료를 고려해야 한다.
전신적인 모세혈관 누출이 발생할 정도로 루이사이트에 심각하게 노출된 환자에서 저혈
량성 쇽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혈압, 혈액 볼륨, 간기능 및 신장 기능을
밀접히 모니터 해야 한다.
6. 음독 시에는 절대로 환자에게 구토를 유도하지 않도록 한다.
7. 해독제 치료는 (제염 구역 처치)프로토콜 4번과 같은 해독제 치료를 시행한다.

8. 해독제 투여와 임상적으로 발생 가능한 전신 독성 발현에 대한 평가를 시행한다. Routi
ne laboratory studies: CBC, blood glucose, electrolyte, LFT, cardiac marker, s
erum lactate, chest radiography, and pulse oximetry, ABGA, ECG 모니터링을 시
행한다. Lewisite가 비소를 함유하고 있으므로 Urinary arsenic excretion 측정이 진단
이 의심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 겨자의 대사물질인 Urine thiodiglycol 검사는 특수한
검사실에서 시행할 수 있지만 통상적인 검사는 아니다.

[ 응급실 진료이후 환자 배치 및 추적 검사 ]
1. 피부, 눈, 기도에 중등도 이상의 증상 및 징후가 있는 병력의 환자는 입원시킨다. 심각
한 수준으로 노출되었거나 BAL or Dimercaprol 해독제 투여를 받은 환자들은 중환자
실로 입원해야 한다.
2. 피부 화상은 18시간까지도 진행한다. 화학성 폐렴은 흡입 노출 후 24시간에서 3일 이내
에 발생할 수도 있다. 위중한 겨자-루이사이트 혼합물의 흡수는 3~5일 사이에 백혈구
수를 떨어지게 할 수 있다. 만약 골수 손상이 심각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감염의 위험이
도래하는 경우에 적혈구와 혈소판 수치도 뒤이어 떨어질 수 있다.
3. 노출 후에 초기에 경미한 증상을 보인 환자들은 최소 18~24시간 동안 경과 관찰을 받아
야 한다. 이 중 무증상이거나 심각하게 악화되지 않는 환자들에 한해서 증상 발현 시 즉
시 의료적 처치를 구할 수 있게 해줄 지침서를 받아 가지고 퇴원하게 할 수 있다.
4. 추적 검사
심각하게 노출된 환자군에서는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경과 관찰용 lab 평가는 골수,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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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신장 기능을 포함해야 한다.
5. 보고
작업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 시 보고할 파일을 만들어 관할 보건소에 연락하여야 한다.
(응급실에 내원하지 않았을지라도 다른 환자가 현장에 있을 수 있으며 사고가 작업장에
서 발생했다면 추후 회사 관계자와 토의함으로써 추후 발생 가능한 사고를 예방 할 수
있다.)

[ 기본정보 ]
1.

(1) Lewisite (L) 분자식: C2H2AsCl3
(2) Mustard-Lewisite Mixture (HL)

2. CAS/ UN Number:
(1) Lewisite (L): 541-25-3/ 1556
(2) Mustard-Lewisite Mixture (HL) : not available/ 2810
3.

Lewisite

동의어:

(2-chloroethenyl)-,

L,

arsine

(2-chlorovinyl)

chlorovinylarsine

dichloro-,

dichloride,

arsenous

dichloride

2-chlorovinyldichloroarsine,

beta-chlorovinyldichloroarsine, dichloro-(2-chlorovinyl)arsine, EA1034.
Mustard-Lewisite 동의어: HL and Sulfur Mustard/ Lewisite
4. 특성: 루이사이트 (Lewisite)는 유기 비소 화합물로써 수포형성 특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순수 루이사이트는 끈적끈적하며, 무색의 액체인 반면에 불순물이 섞인 루이사
이트는 황색에서 검정색까지의 색을 띈다. 저온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하며 추운 기후에
서도 액체 상태로 유지 된다. 제라늄 꽃 냄새가 난다.
겨자-루이사이트 혹은 유황 겨자 (Mustard-Lewisite= HL = Sulfur Mustard)는 증류된
겨자(Mustard, HD)와 루이사이트의 액체 혼합물이다. 낮은 빙점 때문에 혼합물은 추운
날씨와 높은 고도에서도 액체 상태로 남아있다. 가장 낮은 빙점을 보이는 혼합물의 비율
은 루이사이트 63%이며 겨자 37%이다. 마늘과 같은 냄새가 난다.
5. 노출 경로
(1) 흡입: 루이사이트 증기는 8mg-min/m3의 농도에서 즉각적으로 호흡기계의 작열하는
통증을 일으킨다. 냄새는 대략 20mg-min/m3에서 인지된다. LCt50(흡입으로 인해 노출

- 16 -

된 집단의 50%에게 치명적인 물질의 농도 배수 시간)은 대략 1500ml-min/m3이다. 겨
자가스 증기에 노출되면 즉시 호흡기계의 자극이 발생한다. 그리고 몇 시간의 잠복기 이
후에 심각한 염증이 발생한다. 두 물질들은 쉽게 폐로 흡수된다.
(2) 피부/눈 접촉: 액체나 증기 형태의 루이사이트는 피부나 눈의 접촉을 통해 흡수될 수
있다. 피부를 통한 흡수는 수분이내에 발생 한다. 수포는 액체 형태로는 14μg정도에서
발생 할 수 있다. 있으면 눈에 튀면 각막 손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 피부에서 액체의
LD50은 대략 30-50mg/kg이다. 증기는 접촉 시에 통증을 유발하며 빠르게 작용하고 뒤
이어 결막과 눈꺼풀의 부종과 고농도에서 홍채와 각막의 손상이 발생한다.
겨자-루이사이트 혼합물의 액체나 증기에 피부나 눈이 노출되면 전신적인 흡수가 일어
날 수 있다. 이러한 혼합물은 즉각적으로 피부에 찌르는 양상의 통증을 유발하며 수 시
간이 지난 후에는 피부에 물집이 발생하게 한다. 루이사이트 액체에 노출되면 매우 짧은
시간에 피부의 노쇠화(회색화)가 발생한다. 겨자 단독일 때보다 좀 더 일찍 홍반과 물집
이 나타난다. 겨자-루이사이트 혼합물에 눈이 노출되면 눈물이 나고 결막과 각막에 염증
이 생긴다. 낮은 농도의 루이사이트나 혼합물에 노출되면 안검경련이나 눈꺼풀 부종에
의하여 일시적인 시야 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 고농도에 노출이 되면 각막손상으로 인해
영구적인 시력 결손이 발생할 수 있으나 흔히 발생하지는 않는다.
(3) 음독: 루이사이트 혹은 겨자-루이사이트 복합체 둘 다 음독하는 경우는 드문 경로 이지
만 노출된 경우 국소적인 효과와 전신 흡수가 될 수 있다.
6. 발생 근원/용도
루이사이트는 비소 화합물 수포제이며 1918년에 처음으로 합성되었다. 유럽에서 쓰기
위하여 미국에서 다량으로 제조하였지만 선박으로 바다에서 이송되다가 선체가 침몰하
는 동안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났다. 1930년대 후반에 중공군에 대항하여 일본이 사용했
다는 의혹이 있어왔다. 그러나 일부 국가들에서 재고로 쌓여 있을 수 있지만 전쟁에서
사용되어 왔다는 확정된 보고는 없다.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 화학물질들 중 하나로
프로필렌 (Propylene)의 암모니아(Ammonia)와의 촉매 반응에 의해 생산된다. 1990년
대에 미국에서만 30억 파운드 이상 생산되었다. 루이사이트는 아크릴 섬유, 스티렌 플라
스틱, 접착제의 제조 시에 원자재로 사용된다. 이러한 섬유나 플라스틱은 의류, 가구, 가
전제품, 건설 자재, 자동차, 음식물 포장에 사용된다. 미국에서는 2007년 4월에 화학 무
기 협정(Chemical Weapons Convention)에 따라서 루이사이트를 포함한 화학 제재들
을 폐기하였다.
겨자-루이사이트 혼합물은 증류된 겨자와 낮은 빙점에서도 지면 확산과 공중 분사를 달
성하기위해 개발된 루이사이트의 혼합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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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표준치와 설명지침
Lewisite

and

Mustard-Lewisite

Mixture:

Airborne

Exposure

Limit

(as

recommended by the Surgeon General’s Working Group,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 0.003 mg/m3 as a time-weighted average (TWA)
for the workplace and a 72-hour TWA for the general population.
8. 물리적인 특성
표 1. 루이사이트와 겨자-루이사이트 혼합물의 물리적인 특성 비교
Property

Lewisite

Mustard-Lewisite Mixture

Description

Oily, colorless liquid

Dark, oily liquid

Warning properties

Odor like geraniums

Garlic-like odor

Molecular weight

207.32
(760 mm Hg) = 374 ˚F

(760 mm Hg) = Indefinite,

Boiling point

Freezing point

Specific gravity
Vapor pressure

(190 ℃)

but below 374 ˚F (190 ℃)
13 EF (-25.4 ℃) (purified

0.4 ˚F (-18 ℃)

mix), -43.6 ˚F (-42 ℃)

1.888 at 68 ˚F (20 ℃)

(typical production batch)
1.60 at 68 ˚F (20 ℃)

(water = 1.0)

(water = 1.0)

0.394 mm Hg at 68 ˚F
(20 ℃)

0.248 at 68 ˚F (20 ℃)

Vapor density

7.1 (air = 1.0)

6.5 (air = 1.0)

Liquid density

1.89 g/cm at 77 ˚F (25 ℃)

1.66 g/cm at 68 ˚F (20 ℃)

Flash point

Does not burn easily. W Data not available on flam
mability. Toxic fumes of h
hen heated, emits toxic f
ydrogen chloride, sulfur o
umes of hydrogen chlori
xides, and arsenic may be
de and arsenic.
produced in a fire.

Solubility in water

Neglible

Practically insoluble

Volatility

4,480 mg/m3 (20 ℃)

No data

NAERG#

153℃

153

North American Emergency Response Guidebook (NAERG): A Guidebook for First Responders During the Initial
Phase of a Dangerous Goods/Hazardous Materials Transportation Inc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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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불화합성 물질
열이 가해지면 루이사이트는 arsenic trichloride, tris (2-chlorovinyl) arsine, and
bis-(2-chlorovinyl) chloroarsine을 생산한다.
겨자-루이사이트 혼합체는 섭씨 65도에서 빠르게 놋쇠를 부식하며 섭씨 65도에서는 매
달 강철 0.0001인치의 비율로 강철을 부식 시킬 수 있다. 이 혼합체는 hydrochloric
acid, thiodiglycol, and non-vesicant arsenic compounds로 가수 분해된다.
<건강 효과>
루이사이트와 겨자-루이사이트 혼합물은 고도로 그리고 즉각적으로 피부, 눈, 기도에 자
극을 주는 수포제제이다. 액체나 증기 형태에 접촉하게 되면 피부 홍반과 수포, 각막 손
상과 각막염, 기도 점막의 손상 및 폐부종이 발생할 수 있다.
n 루이사이트는 많은 효소들 안의 thiol group들과 결합하는 전신성의 독이며 폐부종, 설
사, 모세관 누출과 그 결과로 저혈압을 발생시킬 수 있다.
n 겨자-루이사이트 혼합물의 전신 흡수는 겨자 성분의 alkylating 특성으로 인해 골수 억제
를 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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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물질 정보 시트
※ 이 유인물은 루이사이트와 겨자-루이사이트 혼합물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
및 후속 조치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1. 루이사이트와 겨자-루이사이트 혼합물이란 무엇입니까?
루이사이트는 1918년에 처음으로 생산된 전쟁용 화학 제제입니다. 전쟁에서 사용된 적
은 없지만 일부 나라들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겨자-루이사이트 혼합물
은 루이사이트와 겨자의 혼합물입니다. 이것은 더 낮은 빙점에서 지상 살포와 공중 분무
가 가능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2. 루이사이트와 겨자-루이사이트 혼합물 노출에 의해 즉시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의 영향
은 무엇입니까?
루이사이트와 겨자-루이사이트 혼합물에 노출되면 즉시 통증과 피부 자극이 발생합니
다. 양 화학 물질은 피부 물집과 기도와 눈에 손상을 줄 수 있으며, 또한 눈, 피부, 코,
인두에 극도의 자극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매우 높은 농도에 노출되면 신장과 간
손상이 발생하며, 또한 면역 체계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3. 루이사이트와 겨자-루이사이트 혼합물 노출에 의한 중독은 치료 될 수 있습니까?
즉각적인 제염은 증상을 감소시킵니다. British Anti-Lewisite(BAL)의 근주는 심각한 상
태를 치료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지만, 피부, 눈, 기도의 병변 발생을 예방하지는 못합
니다. 다량의 루이사이트와 겨자-루이사이트 혼합물에 노출된 환자는 입원해야 합니다.
4. 향후 건강에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만성 호흡기 질환과 같은 건강 부작용이 이러한 제제들에 높은 농도로 노출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으며, 노출 후에도 오랫동안 심각한 눈의 손상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5. 루이사이트와 겨자-루이사이트 혼합물에 노출된 사람에게 어떤 검사를 할 수 있습니까?
루이사이트와 겨자-루이사이트 혼합물 노출 여부를 확정 할 수 특수한 검사는 없습니
다. 그러나 소변에서 비소의 측정이 노출을 밝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6. 루이사이트와 겨자-루이사이트 혼합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
습니까?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하거나 유해가스노출 환경보건
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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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환자 후속지침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고, 다음 진료예약 확인 및 표기된 지침을 따르십시오.
24시간 이내에 특이증상 또는 징후가 발생하는 경우 응급실 또는 예약의사에게 전화문의
바랍니다.

※ 특히 아래의 증상인 경우 :
▶ 호흡 곤란, 짧아진 호흡 또는 천명음(호흡시 "쌕쌕” 거리는 소리)
▶ 쉰 목소리, 고음 톤의 음성, 또는 말하기 어려움
▶ 가슴 통증 또는 압박감
▶ 피부 변화, 진물, 또는 피부 화상 부위의 통증 증가
▶ 복통, 구토, 설사
▶ 노출된 눈 부위에서의 통증 및 분비물 증가
[ ] 위에 기술된 증상이 발현되지 않는다면 추후 진료예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 필요시 전화문의 약속, 예약 의사 :
☞ 의사에게 전화문의 시 (

전화번호 :
)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

) 일 재진 예약

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십시오.
[ ] 추후 추적검사 및 진료를 위한 진료예약
(

) 응급실 / 클리닉, (

)월/(

)일, AM/PM

(

)

[ ] 1~2일은 격렬한 신체 활동을 하지 마세요.
[ ] 운전 및 기계 작동을 포함한 일상적인 활동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

(

) 일 동안은 업무에 복귀하지 마십시오.

[ ] 당신은 조건부로 업무에 복귀 가능합니다. 아래의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

] 적어도 72시간 이상 담배 연기에 노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담배 연기가 폐의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음.

[

] 적어도 24시간 이상 술을 마셔서는 안 됩니다; 술이 위장 및 다른 손상 부위를 악화시
키거나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음.

[ ] 다음과 같은 약물은 복용하지 마십시오 :
[ ] 기존에 처방받은 다음의 약물들은 계속해서 복용 가능합니다. :
다음과 같은 인터넷 웹 사이트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 안전관리정보시스템”나 “유해가
스노출 환경보건센터”에서 화학 물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환자 서명 :

날짜 :

의사 서명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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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소
1)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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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급실 처치 매뉴얼
[ 비소 노출 환자의 치료 및 배치 원칙 ]
1. 모든 중증 노출 환자는 CBC, glucose, electrolyte, Liver, kidney function test,
urinalysis를 포함한 혈액검사를 시행한다.
2.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흉부 방사선 검사와 맥박 산소포화도 또는 동맥혈 가스검사를
시행한다.
3. 중환자는 정맥로를 확보하고 심장 리듬을 지속적으로 모니터한다.
4. 혼수, 저혈압, 경련, 부정맥 등의 증상은 기존의 방식으로 치료한다.
5. 킬레이션 요법(chelation therapy)은 비소가 체내에 흡수되는 것을 감소시킨다.
6. 비소 중독의 전형적인 증상이 있는 환자나 킬레이션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입원치료가
필요하다.
7. 경미한 노출이며 무증상인 경우 응급실 초기 검사가 정상이고 6~8시간 경과 관찰 후에
중독 징후가 없는 경우 퇴원시킬 수 있다.

[ 소화기 노출(음독) 환자의 처치 ]
1. 음독 시에 구토를 유도해서는 안 된다.
2. 1시간 간 이내에 인체에 치명적인 양을 음독한 경우에는 Levin tube를 삽관하고 흡인
을 고려해야 한다. 활성탄 현탁액(activated charcoal, 1g/kg)을 투여할 수 있다.
3. 많은 양을 음독한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수액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
4. 비소는 방사선비투과성(radiopaque) 물질이기 때문에 음독한 경우 복부 방사선 검사를
꼭 시행해야 한다.
5. 방사선 검사에서 비소 물질 음영이 보이는 경우에는 전위장관 세척(whole bowel
irrigation)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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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 눈 노출 환자의 처치 ]
1. 환자의 의복과 오염된 소지품은 즉시 제거해야 한다.
2. 노출된 피부와 머리카락은 약간의 비누와 물을 이용하여 세척한다.
3. 눈은 물이나 생리식염수를 이용하여 최소 15분간 세척한다.
4. 시력을 측정하고 결막과 각막의 손상에 대해 검사를 시행한다.
5. 콘택트렌즈는 추가 손상 없이 쉽게 제거 가능할 경우 제거한다.
6. 각막 손상이 의심되는 경우 안과의사에게 협진해야 한다.

[ 호흡기 노출 환자의 처치 ]
1. 호흡기계 증상이나 중추신경계 증상을 보이는 환자는 마스크를 통해 산소를 공급해야
한다.
2. 기관지 연축을 보이는 경우 분무형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하여 치료한다.
3. 협착음을 보이는 소아는 에피네프린 분무를 고려한다.
(2.25% 에피네프린 0.25~0.75mL에 2.5cc 증류수를 혼합하여 시행, 필요시 20분마다
반복하며 심근의 반응에 주의한다.)

[ 킬레이션 요법 ]
1. 비소가 체내에 흡수되는 것을 감소시킨다. 환자가 비소에 노출된 것이 분명하고 뚜렷한
위장관 또는 심혈관계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 결과 확인 전에 킬레이션 요법이 필
요하다.
2. 급성 중독 환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물질은 BAL(British AntiLewisite)이다. 표준
요법은 3~5mg/Kg을 4~6시간마다 근주(IM)한다. DMSA와 같은 경구 킬레이션 약물을
사용할 수 없을 때 사용하며 24시간 소변 비소 농도가 50μg/L 미만이 될 때까지 시행
한다.

- 24 -

3) 응급실 대응 리스트
I. 일반적 특성 및 독성 작용
비소는 회색빛이 나는 유사 금속원소로 냄새가 나지 않는다. 비소는 천연으로 유리되어
존재하는 경우도 있으나 주로 황화광물에서 산출된다. 비소는 합금이나 반도체의 원료로
사용되며 삼산화비소나 아르신 등의 비소 무기 화합물은 유리 제조, 탈색제, 방부제의 원
료 등에 사용된다.
비소는 공기 중에서 가열하면 산화비소(arsenic oxide)가 된다. 대부분의 비소는 아비산
(arsenious acid), 삼산화비소(arsenic trioxide, As2O3)의 형태이며 아비산은 구리, 납,
아연 광물의 정련과정에서 부산물로 발생한다. 홑원소물질 비소에는 독성이 없거나 약하
지만, 비소의 화합물은 독성이 높다. 삼산화비소는 결정체로서 고온 건조하면 높은 순도
의 냄새가 없는 흰색의 분말 형태이며 독성이 매우 높다. 삼산화비소는 ‘비상’이라고도
하며 예로부터 동서양에서 사람을 독살하는데 사용되거나 사약의 원료로도 사용되었다.
단시간 내 비소에 노출에 노출될 경우 복통, 구토 설사, 상기도 자극, 접촉성 피부염 등
이 발생 할 수 있고 심실빈맥, 심실세동, 급성 용혈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대응 지침
은 가장 독성이 높으며 흔한 형태인 삼산화비소(As2O3)에 대한 것이다.

II. 노출의 경로
삼산화비소 가루는 쉽게 폐로 흡수된다. 그러나 흡입으로 인해 전신 독성이 발생하기는
어렵다. 삼산화비소 가루와 피부가 직접 접촉하면 피부의 국소 자극이 발생 할 수 있지
만, 피부를 통해 체내로 흡수되는 양은 미미하다. 섭취(음독)는 삼산화비소의 가장 중요한
인체의 노출 경로이다. 삼산화비소를 섭취하면 인체에 빠르게 흡수되어 치명적이다. 심한
조직 손상과 장기 손상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대부분의 삼산화비소 섭취는 자
살이나 타살 목적으로 발생한다.

III. 응급실 처치
[ 제염 단계 ]
1. 삼산화비소는 피부 자극을 일으키며 피부로 흡수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의료진은 화학
물질대비 개인보호구(Chemical-protective clothing)을 착용해야 한다.
2. 제염구역에서도 전문생명소생술(Advanced Life support, ALS) 프로토콜에 따라 환자
평가와 처치를 우선 시행한다.
3. 환자가 병원 전 단계에서 이미 제염을 받았으며 피부나 눈의 자극 증상이 없으면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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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처치구역으로 이송할 수 있다.
4. 소아는 구강 내 노출에 대해서도 반드시 검사해야한다.
5. 오염된 옷과 개인 소지품을 모두 제거하여 이중으로 봉투에 보관한다. 노출된 피부와 체
모는 물과 비누를 이용하여 세척한다. 샤워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어린이나 노인의
경우 저체온증을 방지하기 위해 제염 후 담요나 워머를 사용한다.
6. 직접 노출되거나 자극 증상이 있는 눈은 물이나 생리식염수를 이용하여 최소 15분간 세
척한다.
7. 콘택트렌즈는 추가 손상 없이 쉽게 제거 가능할 경우 제거한다.
8. 통증이 있거나 신체 손상이 있는 환자는 세척을 지속하면서 중환자 처치 구역으로 이송
한다.
9. 음독 시에 구토를 유도해서는 안 된다.

[ 중환 구역 처치 단계 ]
1. 충분히 오염제거가 된 후에는 기존의 ABC 평가와 조치를 한다. 기도를 확보하고 호흡,
순환상태를 평가한다. 중환자는 정맥로를 확보하고 심장리듬을 모니터 한다. 혼수, 저혈
압, 경련, 부정맥 등의 증상은 기존의 방식으로 치료한다.
2. 흡입 노출
호흡곤란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로 산소를 공급한다. 심각한 호흡 노출이 발생한 경
우 폐부종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절히 산소화를 유지해야 하며 기계호흡이 필요 할
수 있다. 기관지 연축을 보이는 경우 분무형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하여 치료한다. 쇼크
(Shock)가 발생한 경우 도파민이나 노에피네프린을 사용 할 수 있다. 협착음을 보이는
소아는 에피네프린 분무를 고려한다.(2.25% 에피네프린 용액 0.25~0.75mL에 2.5cc 증
류수를 혼합하여 시행한다. 필요시 20분마다 반복하며 심근의 반응에 주의한다.)
3. 피부 노출
삼산화비소(As2O3)가 피부에 접촉할 경우 피부 자극을 유발 할 수 있으며 증상에 따라
치료한다. 소아는 상대적으로 몸무게에 비해 체표면적이 크기 때문에 피부로 흡수되는
물질에 더 취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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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눈 노출
눈에 노출된 경우 적절한 세척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한다. 시력을 측정하고 결막과 각막
의 손상에 대해 검사를 시행하고 적절히 치료한다. 각막손상이 의심되는 경우 안과의사
에게 협진 해야 한다.
5. 음독(소화기계) 노출
많은 양을 음독한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수액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 심각한 노출로 인
하여 저혈압의 발생이 위험이 있는 환자는 중심정맥압이나 폐동맥 쐐기압을 모니터 해
야 한다. 음독 시에 구토를 유도해서는 안 된다. 1시간 이내에 인체에 치명적인 양을 음
독한 경우에는 Levin tube를 삽관하고 흡인을 고려해야 한다. 활성탄 현탁액(activated
charcoal, 1g/kg)을 투여 할 수 있다. 비소는 방사선비투과성(radiopaque) 물질이기
때문에 음독한 경우 복부 방사선 검사를 꼭 시행해야 한다. 방사선 검사에서 비소 물질
음영이 보이는 경우 전위장관 세척(whole bowel irrigation)을 고려해야한다. (예; poly
ethylene glycol electrolyte lavage solution) 파괴된 적혈구로부로부터 신장을 보호하
기 위해 소변의 알칼리화(pH 7.5)를 고려해야한다. Sodium bicarbonate를 투여하기
전에 신장기능이 정상인지 확인한다.
6. 해독제와 다른 치료법들
킬레이션 요법(chelation therapy)은 비소가 체내에 흡수되는 것을 감소시킨다. 환자가
비소에 노출된 것이 분명하고 뚜렷한 위장관 또는 심혈관계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
결과 확인 전에 킬레이션 요법이 필요하다. 노출 후 시간이 경과할수록 킬레이션 요법의
효과는 감소된다. 무증상 환자에서는 24시간 소변 비소 농도를 확인하기 전에 킬레이션
요법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
급성 중독 환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물질은 BAL(British Anti Lewisite)로 알려진
dimercaprol(디메르카프롤)이다. 표준 요법은 3~5mg/Kg을 4~6시간마다 근주(IM)한다.
DMSA와 같은 경구 킬레이션 약물을 사용할 수 없을 때 사용하며 24시간 소변 비소 농
도가 50μg/L 미만이 될 때까지 시행한다. 킬레이션 용법 중 신부전이 발생한 경우
dimercaprolarsenic 복합체를 제거하기 위해 혈액투석을 고려해야 한다.
* BAL 사용의 금기는 신장 질환, 임신(생명에 치명적인 경우 예외), 철분제를 사용 중인
경우(BAL과 iron은 독성이 매우 높은 복합체를 형성)이다.
경구

제재로는

2,3-dimercaptosuccinic

acid(2,3-디메르캅토호박산,

DMSA

또는

succimer) 또는 D-penicillamine이 BAL을 대신하여 사용된다. DMSA는 신부전 환자
에서 선호되며 정상적인 위장관 운동능력이 있어야 하며 위장관 세척이 필요하다.
7. 시행해야 할 검사
모든 중증 노출 환자는 CBC, glucose, serum electrolyte, Liver, kidney function t
est, urinalysis를 포함한 혈액검사를 시행한다. 호흡기계 증상이 있는 환자는 흉부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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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선 검사와 맥박 산소포화도 또는 동맥혈 가스검사를 시행한다. 비소는 방사선 비투과
성 물질이기 때문에 음독한 경우 복부 방사선 검사를 시행한다. 증상이 있는 환자에서
24시간 소변 비소 농도 검사가 유용하다. 킬레이트화 되거나 킬레이트화 되지 않은 비
소 농도가 100μg/L 이상인 경우 비정상으로 간주된다. 최근 비소의 유기적 형태를 함
유한 해산물을 섭취하지 않은 경우 소변의 정상 비소 농도는 50μg/L 미만이다.

[ 응급실 진료 이후 환자 배치 및 추적 검사 ]
1. 비소 중독의 전형적인 증상이 있는 환자나 킬레이션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입원치료가
필요하다.
2. 비소에 급성 노출된 이후 지연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지연성 부작용에는 말초신경
병, 골수억제(anemia, leukemia, pancytopenia), 뇌증(encephalopathy), 피부질환 등
이 있다.
3. 경미한 노출이며 무증상인 경우 응급실 초기 검사가 정상이고 6~8시간 경과관찰 후에도
중독 징후가 없는 경우 퇴원시킬 수 있다. 증상 발생 시 재내원 할 것을 교육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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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물질 정보 시트
※ 이 유인물은 삼산화비소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 및 후속조치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삼산화비소란 무엇입니까?
비소는 자연 발생 원소이며, 상업적으로 중요한 많은 비소 화합물이 있습니다. 이중 삼
산화비소는 가장 독성이 높은 비소 화합물 중의 하나로 무미, 무취이며 저가연성의 흰색
또는 투명한 고체 성분입니다. 삼산화비소는 살충제나 제초제로서 목재방부제 제조에 사
용되고 금속공학의 원료, 유리와 도자기 제조에도 사용됩니다.
2. 산화비소 노출에 의해 즉시 발생될 수 있는 건강상의 영향은 무엇입니까?
삼산화비소 가스를 흡입할 경우 코와 목에 자극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나, 내부 장기가
심각하게 손상될 정도로 깊게 삼산화비소 가스를 흡입하기는 힘듭니다. 피부나 눈에 접
촉할 경우에는 자극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식단과 음료로 섭취하는 일일
비소 용량은 1μg/kg 미만입니다.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몇 μg/kg 이상의 삼산화비
소를 음독하는 경우 심한 구토, 설사, 복통, 쇼크, 경련, 혼수 등이 발생할 수 있고 간,
콩팥, 신경, 골수 손상 및 사망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삼산화비소중독은 치료될 수 있습니까?
피부나 눈에 접촉한 삼삼화비소를 세척하면 자극 증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삼산화비소
를 음독한 경우 삼산화비소를 체내에서 제거하는 처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심하게 노
출된 경우 삼산화비소를 체내에서 제거하여 소변으로 배출하기 위해 킬레이션 제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심한 중독 환자는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야 하며, 킬레이션
요법을 시행하여도 영구적으로 신경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향후 장기간 건강상의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삼산화비소는 심각한 중독이 발생한 후 수개월 또는 수년 동안 간, 신장, 뇌, 신경계,
골수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5. 삼산화비소에 노출된 사람에게 어떤 검사를 할 수 있습니까?
비소에 대한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비소는 노출
후 혈액에서는 수 시간 이내 소변에서는 수일 내에 제거됩니다. 비소를 음독한 경우 소
장이나 위 엑스레이 검사에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체모나 손톱의 비소 농도는 과거
장기간의 비소 노출을 평가하는데 사용할 수 있으나, 외부에 흡착되어 있는 비소로 인해
결과가 잘못 측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할 부위를 세척 한 후 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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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삼산화비소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하거나 유해가스노출 환경보건
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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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환자 후속지침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고, 다음 진료예약 확인 및 표기된 지침을 따르십시오.
24시간 이내에 특이증상 또는 징후가 발현되는 경우 응급실 또는 예약의사에게 전화문의
바랍니다.

※ 특히 아래의 증상인 경우:
▶ 복통, 설사, 구토
▶ 심한 위약감
▶ 심계항진
▶ 숨가쁨, 기침, 쌕쌔거림
▶ 눈 통중 및 분비물
[ ] 위에 기술된 증상이 발현되지 않는다면 추후 진료예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 필요시 전화문의 약속, 예약 의사 :
☞ 의사에게 전화문의 시(

전화번호 :
)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

) 일 재진 예

약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십시오.
[ ] 추후 추적검사 및 진료를 위한 진료예약
(

) 응급실 / 클리닉, (

)월/(

)일, AM/PM

(

)

[ ] 1~2일은 격렬한 신체 활동을 하지마세요.
[ ] 운전 및 기계 작동을 포함한 일상적인 활동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

(

) 일 동안은 업무에 복귀하지 마십시오.

[ ] 당신은 조건부로 업무에 복귀 가능합니다. 아래의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

] 적어도 72시간 이상 담배 연기에 노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담배 연기가 폐의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음.

[

] 적어도 24시간 이상 술을 마셔서는 안 됩니다; 술이 위장 및 다른 손상 부위를 악화
시키거나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음.

[ ] 다음과 같은 약물은 복용하지 마십시오 :
[ ] 기존에 처방받은 다음의 약물들은 계속해서 복용 가능합니다. :
다음과 같은 인터넷 웹 사이트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 안전관리정보시스템”나 “유해가
스노출 환경보건센터”에서 화학 물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환자 서명 :

날짜 :

의사 서명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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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보레인
1)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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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급실 처치 매뉴얼
[ 디보레인 중독 환자의 치료 및 배치 원칙 ]
1. 대응 의료진들은 항상 화학물질대비 개인보호구(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
Level B or C를 착용한다.
2. 모든 처치보다 기본인명구조술(basic life support)을 우선순위에 두고 진료를 진행한다.
3. 특별한 해독제가 없으므로 환자의 상태에 따른 대증적인 처치를 한다.
4. 혈액검사로 간 및 신기능검사(LFT, renal function test)를 고려할 수 있다. 혈중농도
측정이 가능한 경우 붕소(boron) 수치의 상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5. 최저치사농도 및 인체 치명 용량 등이 밝혀져 있지 않다. 붕소의 형태로 음독된 경우 수
일간에 걸쳐 배출되므로 포도당 및 전해질용액 등을 정주하여 소변 배출을 도모한다. 심
한 중독 환자에서 경련이 발생한 사례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6. 중독 후 의식저하가 발생하면 입기관삽관 혹은 코기관삽관을 고려한다. 특히 상기도협착
의 징후가 있을 때는 조기에 기관삽관을 시행해야 한다. 심한 폐부종이 있는 경우 양압
기계환기가 유용할 수 있다.

[ 디보레인 중독 시 시행 할 검사 ]
CBC, blood glucose, electrolyte, LFT, renal function test, cardiac marker, serum
lactate. chest radiography, pulse oximetry, CoHb, ABGA, ECG 모니터링을 시행한다.
가능한 경우 혈중붕소수치(serum boron level)을 측정한다.

[ 경구 노출 환자의 처치 ]
1. 디보레인은 대기 중에 가스의 형태로 존재하므로 경구로 노출되는 일은 드물다.

[ 호흡기 노출 환자의 처치 ]
1. 신선한 공기로 환자를 옮긴다. 호흡곤란을 모니터한다. 만일 기침 혹은 숨쉬기가 곤란하
다면 기도자극, 기관지염, 혹은 간질폐렴 유무 등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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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선 산소를 공급하고 적절한 환기를 제공한다.
3. 기관지연축은 베타2-항진제를 흡입시킨다. 심할 경우 전신성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투여를
고려한다.
4. 아울러 간과 신장 독성 유무를 반드시 평가받도록 한다.
5. 경련 발생 시: 벤조디아제핀을 투여한다.
1) 디아제팜(diazepam)
초기용량(정주) : 5~10mg(성인), 0.1~0.5mg/kg(소아) 2~5분에 걸쳐
이후용량(정주) : 5~20분마다(성인), 5~10분마다(소아, 최대 일회 10 mg) 필요 시 반복
투여
2) 로라제팜(lorazepam)
초기용량(정주) : 2~4mg(성인), 0.05~0.1 mg/kg(소아, 최대 일회 4 mg) 2~5분에 걸쳐
이후용량(정주) : 5~10분마다(성인), 5~15분마다(소아) 필요 시 반복투여
3) 디아제팜 투여 30분 후에도 지속적인 경련 발생 시 페노바비탈 혹은 프로포폴 투약을
고려한다.
4) 경련지속 시 저혈압유무, 부정맥, 호흡저하 및 기도삽관의 필요성이 있는 지 모니터한
다.
6. 급성폐손상이 발생하면 환기 및 산소화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며 동맥혈가스검사를 자
주 반복하고 맥박산소측정기를 부착한다. 기계환기와 호기말양압환기 조기 적용을 고려
한다.
7. 경험적 항생제 조기사용은 호흡기계 감염빈도를 낮출 수 있다.
8. 증기형태로 흡입한 환자는 반드시 응급센터의 진료를 받아야 하며 수개월 동안은 지속
적인 외래경과관찰이 필요하다.

[ 눈 노출 환자의 처치 ]
1. 노출된 부위를 차가운 식염수로 적어도 15분 동안 충분히 세척해야 한다(콘텍트렌즈를
낀 상태라면 세척 전에 반드시 제거한다).
2. 세척하는 동안 물질들이 가수분해가 될 수 있으므로 소량으로도 화상을 입을 수 있다.
세척 후에도 안구자극증상 혹은 통증이 지속된다면 안과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

- 34 -

[ 피부 노출 환자의 처치 ]
1. 모든 의복을 제거하고 차가운 물로 노출된 부위를 제염한다. 물질들이 가수분해가 될 수
있으므로 소량으로도 추가적으로 온열화상을 입을 수 있다. 피부자극증상 혹은 통증이
지속된다면 의사의 진료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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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급실 대응 리스트
1. 구조자들이 디보레인 가스에 노출된 환자로부터 2차오염이 될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밀
폐된 공간에 있는 병원 의료진들은 심하게 오염된 의복 혹은 피부로부터 발산되는 증기
에 2차오염이 될 수 있다. 공기 중 농도가 15ppm 이상이면 생명 혹은 건강에 즉각적인
위험을 줄 수 있는 농도이다.
2. 디보레인의 급성노출은 기침, 눈과 코의 자극, 눈물 및 흉부의 작열감 등을 일으킨다.
기도수축 및 비심인성 폐부종이 발생할 수 있다. 디보레인은 피부를 자극하여 타는 듯한
통증, 염증 및 수포를 일으킨다. 액화붕소의 형태로 노출되면 동상이 발생할 수 있다.
3. 디보레인의 해독제는 없으며 보존적인 처치가 원칙이다.

[ 병원 전 단계에서 오염지역 제염단계 ]
1. 대기 중에 가스형태로 누출되므로 누출현장에서 대응인력들은 양압자급식 호흡보호구
(Self-Contained

Breathing

Appratus,

SCBA)가

부착된

개인보호구(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 Level A를 착용한다.
2. 구조자들은 적절한 복장을 착용하고 훈련된 경우에만 진입하도록 한다. 만일 적절한 장
비가 없거나 있더라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른다면 지역 혹은 권역 재난 대
응팀 혹은 다른 적절한 대응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양압 자급식 호흡 보호구의 사
용이 추천되며 화학-방호 복장을 반드시 착용하여 피부자극 및 화상을 예방해야 한다.
3. 신속히 기도를 확보하고 적절한 호흡 및 맥박유무를 확인한다. 만일 외상이 의심된다면
손으로 경부고정을 시행하면서 경추보호대와 가능하다면 척추보호대도 적용한다. 출혈부
위는 직접압박을 시행한다.
4. 환자들이 걸을 수 있다면 오염지역에서 제염지역으로 걸어 나오도록 유도한다. 만일 걸
을 수 없다면 들것을 이용하고, 들것이 없다면 조심스럽게 들거나 끌어서 옮긴다.
5. 환자들의 불안에 대한 적절한 처치를 고려하고 특히 부모 혹은 다른 어른과 분리되어
불안을 보이는 소아들을 배려한다.
기본적인 제염이 완료되면 완충 지역으로 환자를 이송시킨다. 의료기관 이송 때 운반용
부대(body bag)은 필요치 않다. 추가오염의 위험이 제거된 상태이므로 완충 지역에서는
특별한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대응자들은 기도를 유지하고 적절한 호흡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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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박을 확인한다. 심전도 모니터를 부착하며 기도부종 혹은 폐쇄의 징후가 있는지 관찰
한다. 노출된 피부와 안구에 증상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세척을 시행한다.
저혈압이 있는 경우 수액투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생리식염수 혹은 하트만용액을 시간
당 1,000mL 투여하는 것이 적절하며 소아의 경우 10~20분간 20mL/kg를 우선 투여 후
시간당 2~3mL/kg의 속도를 유지하면서 이송한다.
증상이 경미 하거나 목과 안구에 일시적인 자극 증상만 있었던 경우 인적사항과 연락처
를 받은 다음 증상 악화 시 의료기관에 내원할 것을 당부한 뒤 귀가시킬 수 있다. 추가
적인 증상은 24시간 이내까지 발현될 수 있다.

[ 응급실 진료 전 제염단계 ]
제염이 되지 않은 상태로 이송되거나 바로 방문한 경우 응급진료 전 제염이 필요하다.
디보레인가스에 노출된 환자들이 피부 혹은 안구 자극 증상이 없다면 제염은 필요치 않
다. 이 경우 치료구역으로 신속히 이동하도록 한다.
1. 노출 단계가 안전한 정도라고 판단되면, 제염은 오염지역보다 낮은 수준의 개인보호장구
를 착용한 상태로 진행할 수 있다.
2. 물과 반응하여 가수분해가 되면 온열화상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염 및 치료과정에
서 자극증상 혹은 통증이 지속된다면 해당부위에 대해 추가적 진료를 진행한다.
3. 병원 내원 전 단계에서 각종 처치보다 기본생명소생술(Basic Life Support, BLS)의 처
치가 우선한다. 오염제거보다 기도확보 및 환기유지가 우선된다면 조기기도삽관을 충분
히 고려해야 한다. 기도삽관이 어렵다면 외과적 방법으로 기도를 확보한다. 출혈 부위는
직접 압박을 시행하여 출혈의 진행을 방지한다.
4. 기관지 연축이 있는 환자들은 albuterol과 같은 연무 형태의 기관지 확장제로 처치한다.
5. 협착음이 있는 소아는 라세미화 에피네프린(racemic epinephrine)을 사용을 고려한다.
2.25% 라세미화 에피네프린 용액을 0.25~0.75mL을 매 20분마다 심근 반응에 유의하면
서 반복 투여한다.
6. 기본제염원칙
1) 환자 본인이 가능하다면 제염 과정에 적극 협조하도록 유도한다. 오염물과 의복을 제거
한 뒤 이중백에 담아 개인이 이동한다. 액화붕소의 형태로 피부 및 안구가 노출되면 동
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피부동상은 따뜻한 (42℃) 물에 담그도록 한다. 따
뜻한 물이 없는 경우 담요로 해당 부위를 부드럽게 감싼다. 동상 부위에 자연적으로 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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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순환이 되도록 움직일 것을 독려한다.
2) 피부와 모발을 물로 세척 할 때는 15분 내로 시행하여 소아 혹은 노인 등이 저체온증
에 빠지는 것을 방지한다. 제염 후 담요 혹은 보온대가 필요하다.

[ 중환 구역 처치 단계 ]
1. 충분한 오염제거가 된 이후 상기도 호흡곤란 증상이 있는지 우선 평가하고 신속한 조치
를 한다.
2. 저혈압, 경련, 심장 부정맥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전문심장소생술(Advanced Cardiac
Life Support) 지침에 따라 진료를 수행한다.
3. 눈 부위 노출 시 적어도 15분 동안 차가운 생리 식염수로 세척해야 한다. 세척 이후에
자극증상 혹은 시력장애를 호소한다면 안과협진을 시행한다.
4. 피부 부위 노출 시 차가운 생리 식염수로 해당 부위를 제염 및 희석해야 한다. 세척 이
후에 자극 증상이 있는 경우 화상에 준하여 지속적인 관찰 및 진료를 진행토록 한다.

[ 응급실 진료 후 환자 배치와 추적 검사 ]
1. 심각한 노출 혹은 안구 및 피부의 심한 화상은 입원을 반드시 고려한다.
2. 지연 효과
숨이 차거나 심한 기침 혹은 가슴 조임을 호소하는 환자는 입원하여 증상이 없어질 때
까지 관찰한다. 폐손상은 수 시간에 걸쳐 진행될 수 있다.
3. 환자 퇴원
경증상이 없는 환자들 및 코, 목, 눈 및 호흡기계 화상이 미미하고 가벼운 기침을 하는
정도라면 퇴원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수 시간 이내 증상이 소실된다. 아울러, 증상
이 악화 될 경우 반드시 재방문을 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4. 추적 검사
입원을 했던 환자들은 호흡기계 합병증이 뒤늦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장기추
적관찰이 필요하다. 퇴원 후에도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외래경과관찰이 필요하다. 경과
관찰 시에는 신경정신과 진료, 간 및 신기능수치에 대해서 모니터한다. 피부 혹은 각막
손상이 있는 환자들은 반드시 24시간 이내에 관련과 진료를 다시 받도록 한다. 심한 피
부 노출은 수개월 동안 경과관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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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물질 정보 시트
※ 이 유인물은 디보레인 가스 혹은 액화붕소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 및 후속조
치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1. 디보레인이란 무엇입니까?
화학적으로 활발하고 휘발성이 있는 붕소의 수소화물이며 보레인의 한 종류로, 상온에
서 안정하며, 유기화합물과 강하게 환원작용을 하여 환원제로 많이 쓰이는 물질입니다.
디보레인은 고급 수소화붕소의 출발물질로서 중요합니다. 상온에서는 비교적 안정하나,
습기가 있으면 자연발화 합니다. 강한 환원작용이 있어, 알코올과 반응하여 수소를 발생
하고, 상온에서 많은 유기화합물을 환원합니다. 물과 접촉하면 순간적으로 가수분해하여
붕산(硼酸)을 생성합니다. 붕소의 중성자 흡수면적이 커 중성자 계수용으로 사용되며, 높
은 연소열을 이용하여 정부에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디보레인을 공기 중에
일정량 이상 존재하는 경우 인체에 유해한 독성가스 및 특수고압가스로 규정하여 관리
하고 있습니다. 항공기와 로켓의 연료로 쓰입니다. 뛰어난 환원제로서 유기합성에도 이
용됩니다.
2. 디보레인 노출에 의해 즉시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의 영향은 무엇입니까?
디보레인 가스는 안구, 피부 및 호흡기를 자극합니다. 때로는 안구, 코 및 목에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기도와 폐의 연축 및 부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영향들로는 어지러움, 두통, 위약감 및 운동협동장애 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신장 및
간손상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소적인 자극증상은 가수분해반응의 발열 성질에 의
해 유발됩니다. 호흡기계 질환 과거력이 있는 개인들은 디보레인 노출에 더욱 민감할 수
있습니다.

3. 디보레인에 의한 증상은 치료 될 수 있습니까?
디보레인 중독증상의 치료는 대증적치료가 원칙입니다. 대부분의 환자는 특별한 합병증
이 없이 회복되나 노출정도가 심각한 경우 입원이 필요합니다.
4. 향후 건강에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단일 노출에 의해 발생한 증상이 회복된 사람들은 증상이 지연되어 재발하거나 장기간
인체 영향을 일으킬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심한 노출이 되어 입원이 필요한 경우
호흡기계 증상이 지연되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증상이 소실될 때까지 장기간 경과관찰
이 필요합니다.
낮은 농도로 장시간 노출이 된 경우 경련, 간질, 무력감, 기면, 의식 혼수 및 뇌파장애
및 수의근육의 연축 등이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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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디보레인에 노출된 사람에게 어떤 검사를 할 수 있습니까?
기본적인 혈액검사 이외에 신장 및 간독성 유무를 판별하기 위해 크레아티닌 및 간효소
수치를 검사합니다. 그 밖에 젖산염, 일산화탄소헤모글로빈을 포함한 동맥혈 가스 분석
검사도 필요합니다. 부정맥의 유무를 알아보기 위해 심전도 모니터링은 시행합니다.
가능한 경우 붕소(boron) 혈중농도를 측정할 수 있으나 극히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대부
분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6. 디보레인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하거나 유해가스노출 환경보건
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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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환자 후속지침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고, 다음 진료예약 확인 및 표기된 지침을 따르십시오.
24시간 이내에 특이증상 또는 징후가 발생하는 경우 응급실 또는 예약의사에게 전화문의
바랍니다.

※ 특히 아래의 증상인 경우 :
▶ 기침, 천명음
▶ 호흡곤란, 가쁜 호흡, 흉통
▶ 불규칙한 심장박동, 가슴 두근거림
▶ 피부의 발적이나 통증, 피부 화상부위에서 고름과 같은 분비물
▶ 원인 불명의 졸림, 현기증, 두통, 실신
[ ] 위에 기술된 증상이 발현되지 않는다면 추후 진료예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 필요시 전화문의 약속, 예약 의사 :
☞ 의사에게 전화문의 시(

전화번호 :
)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

) 일 재진 예

약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십시오.
[ ] 추후 추적검사 및 진료를 위한 진료예약
(

) 응급실 / 클리닉, (

)월/(

)일, AM/PM

(

)

[ ] 1~2일은 격렬한 신체 활동을 하지마세요.
[ ] 운전 및 기계 작동을 포함한 일상적인 활동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

(

) 일 동안은 업무에 복귀하지 마십시오.

[ ] 당신은 조건부로 업무에 복귀 가능합니다. 아래의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

] 적어도 72시간 이상 담배 연기에 노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담배 연기가 폐의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음.

[

] 적어도 24시간 이상 술을 마셔서는 안 됩니다; 술이 위장 및 다른 손상 부위를 악화시
키거나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음.

[ ] 다음과 같은 약물은 복용하지 마십시오 :
[ ] 기존에 처방받은 다음의 약물들은 계속해서 복용 가능합니다. :
다음과 같은 인터넷 웹 사이트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 안전관리정보시스템”나 “유해가
스노출 환경보건센터”에서 화학 물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환자 서명 :

날짜 :

의사 서명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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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산화수소
1)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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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급실 처치 매뉴얼

[ 중독 환자의 치료 및 배치 원칙 ]
1. 대응 의료진들은 화학 보호구(예 : Tyvek 또는 Saranax)나 부틸 고무 재질의 앞치마, 고
무장갑, 보안경을 착용해야 한다.
(농축된 과산화수소는 유기물질과 반응하여 화재를 유발할 수 있다)
2. 과산화수소는 해독제가 밝혀지지 않은 물질이다. 가능한 빨리 과산화수소에 젖은 옷과 소
지품을 제거하고, 피부에 접촉된 과산화수소를 최소 5분 이상 물과 비누로 깨끗이 씻어낸
다.
(소아는 손을 입에 자주 넣으므로 구강 내 검사도 꼭 시행한다)
(소아와 노인은 제염 중 저체온증 위험이 있으므로 담요나 보온기를 적절히 사용한다.)
3. 환자의 ABC에 대한 평가와 조치를 시행한다. 외상이 의심된다면 수기로 경추 고정을 시행
하고, 목 보호대와 백보드를 적용한다.
4. 눈 부위 노출 시, 최소 15분 이상 물 또는 식염수로 세척 한다. 가능한 경우 콘택트렌즈를
제거하며, 각막 손상이 관찰되거나 통증 지속 시 안구 세척을 지속한다.
(안통 및 안검 경련 발생 시 증상 완화를 위해 안과용 마취제(0.5% tetracaine 또는
proparacaine) 등을 사용할 수 있다.)
5. 기관지 연축이 관찰되는 환자들에게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한다. 천명(stridor)이 발생한 소
아에게는 2.25% 라세미 에피네프린(racemic epinephrine) 0.25~0.75ml를 분무로 사용
한다. 심근 상태를 관찰하며 필요 시 매 20분마다 사용할 수 있다.
6. 과산화수소 음독 환자들은 억지로 구토시키지 말고, 120~240ml 가량의 물 또는 우유를 복
용한다. 활성탄은 사용하지 않는다.
7. 중환자들은 정맥 주사로를 확보하고, 심전도를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호흡 장애가 발생한
경우 기관삽관 또는 외과적 기도를 확보한다.
혼수상태, 저혈압, 경련, 부정맥 등의 증상은 기존의 방식대로 처치한다.
8. 흉통, 가슴압박감, 기침 등을 호소하는 환자들은 지연성 폐부종 및 호흡곤란의 발생을 확
인하기 위해 24~72시간 동안 경과관찰 한다.
9. 노출 후 4~6시간 동안 증상이 없는 환자는 퇴원 가능하나, 증상 재발 시 즉시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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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내원하여야 하며, 각막 손상이 있거나 심한 피부 화상 환자는 24시간 내 재진료를
받아야 한다.

[ 과산화수소 중독 시 시행할 검사 ]
CBC, blood glucose, electrolyte, pulse oximetry, ABGA, cardiac marker, serum
lactate, chest x-ray, abdomen x-ray, ECG monitoring 등을 시행한다. 흡입 환자들
은 PFT, spirometry를 고려한다.

[ 화상 환자의 처치 ]
1. 오염된 의복 및 소지품을 제거하고 물 또는 식염수, 비누로 피부를 깨끗이 세척한다.
2. 기타 처치는 일반 화상 환자에 준하여 시행한다.
3. 과산화수소는 해독제가 없다.

[ 눈 노출 환자의 처치 ]
1. 제염 단계에서 눈 부위 노출 확인 시, 적어도 15분 동안 생리 식염수로 씻어내야 한다.
(눈에 2차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콘택트렌즈 등은 제거한다)
(각막 손상이 있거나 통증 지속 시 중환자 처치 구역으로 이송하는 동안 계속 세척한다)
2. 중환 처치 구역으로 옮긴 후에는 제염 여부 확인 후 시력(Visual acuity)을 테스트한다.
각막 손상이 있는 경우는 즉각 안과 협진을 시행한다.

[ 증기 노출 환자의 처치 ]
1. 필요 시 산소 투여를 기본으로 하되 기관지 경련이 있으면 연무용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
한다. (ventolin sol 2.5~5mg(0.5~1 cc) + N/S => 3~4cc nebulizer q 20mins (2~3회
반복) or 10~15mg(2~3 cc) + N/S => 100cc nebulizer for 1 hr)
2. 천명(stridor)이 발생한 소아에게는 심장 모니터링을 지속하며 2.25 % racemic
epinephrine 0.25 ~ 0.75ml을 필요 시 매 20분마다 사용한다.
3. 호흡곤란 지속 시 기관삽관 또는 외과적 기도를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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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독 형태 노출 환자의 처치 ]
1. 음독 직후라면 억지로 구토시키지 말고, 120~240 ml의 물 또는 우유를 음용하게 한다. 그
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되었다면 주지 않는다. 활성탄은 사용하지 않는다.
2. 목 안이 많이 부었다면 기도삽관이나 윤상갑상연골절개술을 고려한다.
3. 비위관 삽관 및 위흡인 적응증
1) 다량 음독 상황
2) 환자의 상태가 응급실 내원 30분 이내 평가되는 경우
3) 환자가 구강 내 병변을 갖고 있거나 지속적인 식도 부위 불편감을 호소
4) 음독 후 1시간 이내에 Levin tube 삽관 및 흡인이 가능한 경우
(소아는 내시경 인도 하 시행하지 않는다면 Levin tube를 삽관하고 흡인을 시행하지
않는다.)
- 비위관 삽관 및 위흡인
① 얇은 비위관을 삽관한다.
② 비위관을 통하여 위 내에 있는 액체형 화학물질을 흡인한다.(이때 생리식염수 등을 넣
어 세척 하지 않는다)
③ 활성탄 용액을 비위관을 통하여 투여하고, 제거한다.
④ 추가 활성탄 투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비위관을 남겨놓는다.
⑤ 부식제 등 식도 및 위장의 손상으로 삽관시 천공위험이 있다면 금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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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급실 대응 리스트
[ 제염 단계 ]
1. 환자가 병원 내원 전 단계에서 단순히 과산화수소 증기에 노출되었고 제염 처치를 받았
으며 피부나 눈의 자극 증상이 없다면 중환자 처치 구역으로 즉시 이송한다. 이외의 환
자들은 제염 단계를 거쳐야 한다. 소아들은 손을 입으로 자주 가져가므로 의료진은 소아
의 입을 꼭 확인하여야 한다.
(소아를 치료하는데 있어서는 의료진의 보호 장구가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어 추후 치료
과정에서 순응도가 떨어질 수 있다)
2. 환자의 기도, 호흡, 순환을 확인하고 보조한다. 소아는 상대적으로 기도의 직경이 작아
부식성 물질에 더 취약하다. 호흡 장애가 발생한 경우 기도를 확보하고 기관 삽관을 시
행한다. 불가능하다면, 외과적 기도를 확보해야 한다.
3. 환자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면 자신의 제염을 돕도록 한다. 농축된 과산화수소는 화재
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환자의 옷이나 피부가 과산화수소로 젖어 있다면 응급실 의료진
은 화학 저항 작업복(예: Tyvek 또는 Saranax)나 부틸 고무 재질의 앞치마, 고무장갑,
보안경을 착용해야 한다. 환자가 제염 되었다면, 응급실 의료진이 특정 방호복 또는 보
호장구를 착용할 필요는 없다.
4. 오염된 옷을 빠르게 제거하면서 환자의 노출된 피부를 물로 씻어낸다(가능하다면 샤워기
로). 오염된 옷과 소지품은 따로 나누어 담는다. 피부를 비누와 물로 깨끗이 씻어낸다.
소아 또는 노인에서는 제염 과정에서 저체온증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담요와 보온
기를 적절히 사용한다.
5. 노출되거나 자극된 눈을 충분한 양의 담수 또는 식염수로 15분 이상 세척한다.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고 있는 경우 눈에 추가적 손상 없이 쉽게 제거 가능하다면 렌즈를 제거
한다. 눈에 부식성 물질이 있거나 통증 또는 상처가 저명한 경우, 중증 처치 구역으로
이송하는 동안 눈 세척을 지속한다.
6. 과산화수소를 음독한 경우, 억지로 구토를 유발하지 않는다. 환자의 의식이 명료하고 삼
킬 수 있다면 120~240ml의 물이나 우유를 마시게 한다. 환자가 증상이 있다면, 다른 응
급조치가 취해질 때 까지는 위장 내 제염을 하지 않는다. 활성탄은 과산화수소를 흡수하
지 못하고, 조직 손상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내시경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투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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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환 구역 처치 단계 ]
1. 환자의 제염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며, 제염 단계에서 기술한 것과 같이 환자의
ABC(Airway, Breathing, Circulation)을 확인하고 보조한다. 중환에게는 정맥 주사로를
확보하며, 심전도를 지속적으로 관찰한다. 혼수상태, 저혈압, 경련 또는 부정맥 환자는
기존의 ALS 방식대로 치료한다.
2. 기관지 연축이 있는 환자에게 연무화된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한다. 다수의 화학물질에
노출된 경우 기관지 증감제를 사용하는 것은 부차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기관지 확
장제의 종류를 선택하기 전에 심근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야 한다. 심장 증감제는 적절
히 사용할 수 있으나, 특정 화학 물질에 노출된 경우 부정맥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특히 노인에서). 과산화수소 중독은 기관지 또는 심장 증감제를 사용하는 데 추가적인
위험을 유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천명(stridor)이 발생한 소아에게는 2.25% 라세미 에피네프린(racemic epinephrine)
0.25~0.75ml를 분무로 사용한다. 심근 상태를 관찰하며 필요시 매 20분마다 사용할 수
있다.
3. 과산화수소 농축액에 피부가 노출되었다면, 화학 화상이 일어날 수 있다. 치료 방법은
열화상과 동일하다. 소아는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체표면적: 체중 비율이 더 높으므로
피부의 독성 물질 노출에 더 취약하다.
4. 과산화수소에 눈이 노출된 경우 최소 15분 이상 세척 한다. 환자의 시력을 측정하고, 각
막의 손상을 평가하고 치료한다. 각막 손상이 있는 환자는 즉시 안과 협진을 본다.
5. 과산화수소 음독 환자에서 위장관 손상의 범위를 평가하기 위해 내시경을 고려한다. 목
이 많이 부은 경우 기도삽관이나 윤상갑상연골절개술이 필요할 수 있다. 위장관 세척은
특정 상황에서 부식성 물질을 제거하고 내시경 검사를 준비하기 위해 필요 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작은 구경의 비위관으로 위장관 세척을 시행한다 :
- (1)다량 음독한 경우 (2)환자의 상태가 30분 이내 평가된 경우 (3)구강 내 병변이 있거나
지속적인 식도 불편감을 호소하는 경우 (4)섭취 1시간 이내인 경우.
- 소아는 다량의 부식성 물질을 음독하기 어렵고, 비위관 삽입 시 천공의 위험성이 있으므
로 내시경 동반 하 삽입하는 것이 아니라면 위장관 세척을 권장하지 않는다.
- 독성의 구토물 및 위장 세척액은 밀폐된 공간에 격리한다.
- 다량의 과산화수소를 음독하면 분해 과정에서 다량의 산소가 생성되어 위염 및 위장 팽
창을 유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작은 구경의 비위관을 삽입하여 위장관 팽창을 해소
한다. 희석액 음독의 경우 대부분은 경과가 좋으며, 경한 자극도 저절로 좋아진다.

6. 현재 알려진 해독제는 없으며, 빠르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심한 색전증 환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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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고압산소 치료를 고려할 수 있으나, 효용성이 정확히 증명된 연구는 없다. 심한 색전
증 환자에게 고압산소요법을 고려할 수 있으며, 사망 직전의 환자에서는 중심정맥관으로
조심스럽게 공기를 흡인할 수 있다.

7. 급성 과산화수소 중독은 눈과 피부의 자극이나 화상, 구강 내 백색 병소 및 위장관 자극
등 임상적으로 진단한다. 노출된 환자에게 CBC(Complete blood cell count), 혈당
(glucose), 전해질(electrolyte) 검사를 시행한다. 흡입 환자에서는 흉부 방사선 사진 및
맥박산소측정, 동맥혈 산소 가스 분석(ABGA), 폐활량측정, 최고유량측정 등을 시행한다.
고농도의 용액을 음독하거나 증상이 있는 경우 혈관 내 산소 색전을 찾기 위해 흉부, 복
부 방사선 검사를 시행한다.
과산화수소 음독은 위장 내용물에 15% 염화타이타늄(titanium chloride) 한 방울을 떨
어뜨려 노란색에서 진한 오렌지색으로 바뀌면 진단할 수 있다.

[ 응급실 진료 후 환자 배치 및 추적 검사 ]
1. 상당한 양의 흡인성 노출이 있거나 과산화수소 농축액을 음독한 환자는 입원을 고려한
다.
2. 흉통, 가슴압박감, 기침을 호소하는 환자는 지연성 폐부종 및 호흡곤란의 발생에 대비하
여 24~72시간 동안 경과 관찰하며 주기적으로 평가한다.
3. 4~6시간 동안 증상이 없는 환자는 퇴원 가능하나, 증상 재발 시 즉시 의료기관에 내원
하여야 한다. 각막 손상이 있거나 심한 피부 화상 환자는 24시간 내 재진료를 받아야
한다.
4. 보고
산업 관련 사고가 발생하였을 시 법적으로 보건소에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다른 사람들도 사고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작업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예방을 위해 회사 직원과 상의한다. 공중 보건 위험이 있다면 보건소 또는
관련 기관에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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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물질 정보 시트
※ 이 유인물은 과산화수소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 및 후속조치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1. 과산화수소란 무엇입니까?
과산화수소는 산업현장에서 옷과 종이를 표백하고, 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데 광범
위하게 사용되며, 특정 로켓의 연료 성분이기도 합니다. 과산화수소는 가정에서 희석액
(3%~10%)으로, 산업현장에서 농축액(30% 이상)으로 사용됩니다. 가정에서 3% 과산화수
소 용액은 긁힌 상처에 소독액으로 사용되며, 조금 더 농축된 10% 용액은 모발 탈색제
로 사용됩니다. 희석액은 거의 냄새가 없으나, 고농도의 용액은 톡 쏘는 냄새가 납니다.
과산화수소는 인화성이 없으나, 농축액은 유기물질을 연소시킬 수 있습니다.
2. 과산화수소 노출에 의해 즉시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의 영향은 무엇입니까?
농도에 따라, 과산화수소 증기를 흡입하면 눈과 목을 자극하고, 기침과 호흡곤란을 유발
할 수 있습니다. 과산화수소 용액에 접촉할 경우 심각한 눈 또는 피부 화상과 모발 탈색
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산화수소 농축액을 마시면 구토 및 목, 위장에 심각한 화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노출이 심할수록 증상도 심각합니다.
3. 과산화수소 노출에 의한 증상은 치료 될 수 있습니까?
과산화수소 중독에 대한 해독제는 없으나 과산화수소 노출로 인한 증상은 치료될 수 있
으며, 대부분의 환자들은 잘 회복됩니다. 심각한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입원하여야
합니다.
4. 향후 건강에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소규모 단일 노출 환자가 빠르게 회복된 경우 대부분 지연성, 장기적 영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반면 심각하게 노출된 경우 24시간 내 증상이 없더라도 추후 폐 손상이 일어
날 수 있습니다.
5. 과산화수소에 노출된 사람에게 어떤 검사를 할 수 있습니까?
혈현재 과산화수소에 노출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혈액, 소변검사는 없습니다. 그러
나 폐 손상을 평가하기 위해 혈액검사 및 흉부 방사선 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모든
환자에서 검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6. 과산화수소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하거나 유해가스노출 환경보건
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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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환자 후속지침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고, 다음 진료예약 확인 및 표기된 지침을 따르십시오.
24시간 이내에 특이증상 또는 징후가 발생하는 경우 응급실 또는 예약의사에게 전화문의
바랍니다.

※ 특히 아래의 증상인 경우 :
▶ 기침, 호흡곤란
▶ 천명(쌕쌕거림), 가슴 통증 또는 압박감
▶ 다친 피부, 눈 또는 다른 상처의 발적, 통증이 심해지거나 고름 같은 분비물이
증가할 때
▶ 위 통증(상복부 통증) 또는 구토
[ ] 위에 기술된 증상이 발현되지 않는다면 추후 진료예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 필요시 전화문의 약속, 예약 의사 :
☞ 의사에게 전화문의 시(

전화번호 :
)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

) 일 재진 예

약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십시오.
[ ] 추후 추적검사 및 진료를 위한 진료예약
(

) 응급실 / 클리닉, (

)월/(

)일, AM/PM

(

)

[ ] 1~2일은 격렬한 신체 활동을 하지 마세요.
[ ] 운전 및 기계 작동을 포함한 일상적인 활동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

(

) 일 동안은 업무에 복귀하지 마십시오.

[ ] 당신은 조건부로 업무에 복귀 가능합니다. 아래의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

] 적어도 72시간 이상 담배 연기에 노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담배 연기가 폐의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음.

[

] 적어도 24시간 이상 술을 마셔서는 안 됩니다; 술이 위장 및 다른 손상 부위를 악화시
키거나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음.

[ ] 다음과 같은 약물은 복용하지 마십시오 :
[ ] 기존에 처방받은 다음의 약물들은 계속해서 복용 가능합니다. :
다음과 같은 인터넷 웹 사이트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 안전관리정보시스템”나 “유해가
스노출 환경보건센터”에서 화학물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환자 서명 :

날짜 :

의사 서명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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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4-다이옥산
1)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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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급실 처치 매뉴얼
[ 1,4-다이옥산 중독 환자의 치료 및 배치 원칙 ]
1. 의료진 피부 보호 : 환자가 제대로 오염제거가 되었는지 확인한다. 오염제거를 받은 환
자는 의료진에게 2차 오염의 심각한 위험은 없다. 의료진은 전문 보호 장비가 필요하지
않다. 1,4-다이옥산 액체는 경미한 피부 흡수력을 가진 피부 자극제이다.
2. 1,4-다이옥산 노출 환자는 신속한 피부 오염제거가 중요하다. 다량의 물로 노출된 피부
와 모발을 적어도 20분 동안 비누로 충분히 씻고 철저히 헹군다. 샤워 기구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소아나 노인을 세척하는 경우에는 저체온증의 발생에 주의해야 하고 이를 방
지하기 위해 담요나 워머를 사용할 수 있다.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환자는 자신이 제염
을 하도록 한다.
3. 기도, 호흡 및 순환을 평가하고 전문생명소생술(Advanced Life support, ALS) 프로토
콜에 따라 ABC(Airway, Breathing, Circulation) 순서로 진료를 진행한다. 심장 리듬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혼수상태, 저혈압, 발작 또는 부정맥이 있는 환자는 일반적
인 방법으로 치료한다.
4. 1,4-다이옥산에 대한 해독제는 없다. 치료는 대증적인 조치들로 구성된다. 다량의 1,4다이옥산에 노출되면 간 및 신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노출 후 사망할 수
도 있다. CBC, blood glucose, electrolyte, renal-function tests, LFT, ECG 모니터
링을 시행한다.
- 심각한 흡입 노출이나 폐 흡인이 예상되면 chest radiography, pulse oximetry, ABGA
검사를 시행한다.
5. 노출수준의 평가로 1,4-다이옥산 및 이의 분해 생성물에 대한 검사가 있고, 노출수준을
평가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6. 음독 노출된 환자는 흡인성 폐렴이나 신부전을 일으킬 수 있으며 관찰을 위해 중환자실
에 입원해야 한다.
7. 유의한 1,4-다이옥산 중독 증상이 있었던 환자는 간 및 신장 기능의 손상여부를 모니터
링을 해야 한다.
8. 흡입 노출된 환자 중 흉통, 흉부압박감 또는 기침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는 폐부종이나
호흡 부전을 확인하기 위해 6-12시간 간격으로 주기적인 관찰과 검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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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피부 화상이나 각막 손상을 입은 환자는 24시간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10. 경미한 노출 후 2~4시간 이상 무증상인 환자들의 경우는 연락처를 남기고 증상 발현
시를 대비한 안내 지침서를 받아 가지고 퇴원한다(1,4-다이옥산 - 환자 후속지침 참조).

[ 1,4-다이옥산 중독 시 시행 할 검사 ]
CBC c diff, blood glucose, electrolyte, renal-function tests, LFT, ECG 모니터링,
chest radiography, pulse oximetry, 노출수준의 평가로 1,4-다이옥산 및 이의 분해
생성물

[ 화상 시 처치 ]
1. 액체 1,4-다이옥산이 피부에 닿으면 화학적 화상을 입을 수 있고, 흡수되어 전신 독성으
로 간과 신장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 고압 샤워로 씻은 후(물의 양이 적으면 단순히 1,4-다이옥산을 희석하고 노출 면적을 넓
힐 수 있다) 에는 피부를 적어도 15분 동안 비누와 물로 씻어낸다. 오염제거는 1,4-다이
옥산 흡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한다.
2. 환자의 제염이 확인되면 환자를 처치구역으로 옮겨 온열 화상에 준해 치료한다.
1,4-다이옥산이 피부에 남아있으면 피부 흡수로 인한 전신 증상 발현이 가능하다.
⇒ 소아는 체표면적이 몸무게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피부를 통한 1,4-다이옥산
의 흡수에 더 취약하다.
⇒ 또한, 소아는 손을 입에 대는 행동을 잦은 빈도로 하기 때문에 소아의 입을 검사해야
한다.

[ 눈 노출 환자의 처치 ]
1. 제염 단계에서 눈 부위 노출 혹은 자극 증상이 있을 때, 적어도 15분 이상 혹은 통증이
완화될 때까지 많은 양의 미지근한 생리 식염수로 씻어내야 한다.
(눈에 2차 손상을 줄 수 있는 콘택트렌즈 등은 제거한다. 만약 부식성 물질이 의심되거
나 통증이나 손상이 명확하다면 환자를 중환 처치구역으로 이송하는 동안에도 계속 안
구를 세척 한다. 안통 및 안검 경련 발생시 증상 완화를 위해 안과용 마취제 <예, 0.5
% tetracaine 또는 proparacaine> 등을 사용할 수 있다.)
2. 중환 처치구역으로 옮긴 후에는 적절한 안구 세척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다. 안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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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면 최소 15분 이상 혹은 통증이 완화될 때까지 생리 식염수로 세척 해야 한다. 시
력(Visual acuity)을 테스트한다. 각막 손상 가능성을 고려하여 눈을 검사하고 적절히
치료한다. 각막 손상이 있는 경우는 즉각 안과 협진을 시행한다.

[ 호흡기 노출 환자 처치 ]
1. 1,4-다이옥산 기체에 흡입 노출된 환자가 호흡곤란 증상이 있다면 마스크로 산소를 공
급한다.
- 가벼운 노출은 상부 호흡 곤란을 유발할 수 있다. 더 심각한 노출은 목구멍의 부종, 기관
지의 염증, 폐수종 등이 발생할 수 있다.
2. 기관지 경련이 있는 환자들은 분무화된 기관지 확장제로 치료한다. 기관지 확장제는 알
부테롤(albuterol)과 같은 에어로졸화 된 기관지 확장제로 치료한다. 어떤 종류의 기관
지 확장제를 투여할지 선택하기 전에 심근의 상태를 고려한다. 일반적으로 교감신경 자
극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하나 심장 감작제를 사용하는 것이 고령의 심장질환자의 경우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선택에 주의하여야 한다.
⟹ 소아의 경우 천명음이 들릴 경우 에피네프린 에어로졸을 처치한다.(2.5cc 증류수에
2.25% 라세믹 에피네프린용액 0.25~0.75ml을 혼합하여 20분 간격으로 처치한다.).
3. 중증 환자는 심장 리듬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 고농도의 1,4-다이옥산에 노
출되면 초기 혈압 상승을 일으키고 점차 심한 저혈압과 쇼크, 부정맥, 혼수상태를 유발
할 수 있다. 1,4-다이옥산에 대한 피부 노출 후에도 간과 신장의 손상이 보고되고 있다.

[ 음독 환자 처치 ]
1. 음독 시에는 절대로 환자에게 구토를 유도하지 않도록 한다.
2. 비위관 삽관 및 위흡인 적응증
1) 다량 음독 상황
2) 환자의 상태가 응급실 내원 30분 이내 평가되는 경우
3) 환자가 구강 내 병변을 갖고 있거나 지속적인 식도 부위 불편감을 호소
4) 음독 후 1시간 이내에 Levin tube 삽관이 가능한 경우
- 비위관 삽관 및 위흡인
① 얇은 비위관을 삽관한다.
② 비위관을 통하여 위 내에 있는 액체형 화학물질을 흡인한다.(이때 생리식염수 등을 넣
어 세척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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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활성탄 용액을 비위관을 통하여 투여하고, 제거한다.
④ 추가 활성탄 투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비위관을 남겨놓는다.
⑤ 부식제 등 식도 및 위장의 손상으로 삽관시 천공위험이 있다면 금기가 된다
3. Levin tube를 삽관하고 흡인하는 것은 특정 상황에서 부식성 물질을 제거하고 특정 상
황에서 내시경 검사를 준비하는 데 유용하다.
4. 만약 환자가 의식이 명료하고 증상이 없으며 정상 구역 반사를 보인다면 활성탄 현탁액
(activated charcoal)을 1g/kg용량(보통 성인 60~90g, 소아 25~50g)으로 투여한다. 탄
산음료와 빨대가 있으면 소아 환자들에게 활성탄 현탁액(activated charcoal)을 제공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
5. 소아 환자는 많은 양의 부식성 물질을 섭취하지 않으며, 비위관 삽관으로 인한 천공의
위험 때문에 내시경으로 관찰하며 비위관을 삽관하지 않았다면, Levin tube를 삽관하고
흡인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는다.
6. 1,4-다이옥산에 대한 해독제는 없다.
7. 섭취 정도가 심한 환자는 흡인성 폐렴이나 신부전을 일으킬 수 있으며 관찰을 위해 중
환자실에 입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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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급실 대응 리스트
I. 일반적 특성
동의어 : 1,4-diethylenedioxide, 1,4-dioxacyclohexane, di(ethylene oxide), diethylene
dioxide,

diethylene

ether,

dioxyethylene

ether,

glycol

ethylene

ether,

para-dioxane, and p-dioxane.
• 1,4-다이옥산은 만들어진 화학물질이다. 물과 유기 용제에 잘 용해되는 무색의 액체이다.
• 1,4-다이옥산은 에테르 같은 냄새가 나고, 열, 스파크 또는 화염에 의해 쉽게 점화된다.
• 증기는 공기와 폭발적으로 반응할 수 있고, 공기보다 무겁다.
• 1,4-디이옥산은 열, 산화 물질 및 햇빛이 없는 서늘하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 보관해야 한
다.

II. 노출의 경로
1. 흡입 : 흡입은 1,4-다이옥산의 제조, 가공, 취급 및 사용과 관련된 근로자들의 주요 노
출 경로이다. 흡입 노출은 1,4-다이옥산으로 오염된 수돗물을 사용하여 요리하거나 샤워
할 때도 발생할 수 있다. 1,4-다이옥산을 흡입하면 코와 목의 자극 증상이 발생한다. 보
고된 냄새 역치인 24ppm (Ammore and Hautala 1983)을 토대로 냄새가 대기 중
1,4-다이옥산의 잠재적 독성수준에 대한 적절한 경고를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 흡입을
통한 1,4-다이옥산의 흡수는 빠르고 완전할 수 있다.
50ppm 이하의 농도에 대한 단기 노출로 몸에 1,4-다이옥산 또는 대사산물이 축적되지
는 않는다.
소아는 체중에 비해 폐 표면적과 분당 호흡 용적이 더 커서 성인과 같은 농도의 1,4-다
이옥산 증기에 노출되어도 더 많은 농도를 흡수하게 된다. 게다가 짧은 신장과 지상에
가까울수록 1,4-다이옥산 증기의 농도가 높으므로 같은 위치에 있어도 성인보다 높은
수준으로 노출된다.
• 1,4-다이옥산 증기에만 노출된 사람은 2차 오염 위험이 없지만, 의류 또는 피부가 액체
1,4-다이옥산으로 오염된 사람은 직접 접촉 또는 가스 배출 증기에 의한 2차 오염을 일
으킬 수 있다.
• 1,4-다이옥산은 실내 온도에서 무색의 액체이며 에테르, 에텔 같은 냄새가 나고 열, 스파
크 또는 불꽃에 의해 쉽게 점화된다. 물과 섞일 수 있다.
• 다량의 노출은 눈, 코, 인후염뿐만 아니라 간과 신장의 병변을 일으킬 수 있다.
• 어린이가 성인보다 1,4-다이옥산 독성에 더 민감한지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는 자료는 없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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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부/안구 접촉 : 1,4-다이옥산은 피부를 통해 흡수될 수 있지만, 흡입을 통해 흡수되는
것보다 훨씬 적다. 공기 중 1,4-다이옥산은 눈과 코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액체와 직
접 접촉하면 자극과 화상을 유발할 수 있다. 소아는 체중에 비해 성인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표면적을 갖기 때문에 피부를 통해 흡수되는 독성물질에 좀 더 취약하다.
3. 음독 : 인간에서 1,4-다이옥산의 섭취에 관한 자료는 없다. 1,4-다이옥산은 동물의 위장
관에서 잘 흡수되며 섭취 후 부작용이 보고되었다.

III. 원료/용도
- 주요 사용은 화학 처리를 위한 용매로 사용됩니다. 실험실 시약으로 플라스틱, 고무, 살
충제 및 제초제 제조에, 중합 촉매의 일부로서 동물성 및 식물성 오일 추출 매체로 사용
된다. 1,4-다이옥산은 화장품, 세제 및 샴푸와 같은 일부 소비 제품에 사용되는 에톡시
화 계면 활성제에서 발견될 수 있다.

IV. Standards and Guidelines:
- OSHA PEL (permissible exposure limit) = 100ppm (8시간 근무 교대 가정하에 평균
노출 허용 농도)
- NIOSH IDLH (immediately dangerous to life or health) = 500 ppm

V. 물리적 특성
- 기술 : 경미한 에테르 냄새가 나는 무색의 액체.
- 경고 특성 : 악취 (항상 적절한 노출경고가 되지는 않음)
- 분자량 : 88.1 달톤(Daltons)
- 끓는점(760mmHg) : 101.1℃
- 어는점 : 11.8℃
- 비중 : 1.0329(water = 1)
- 수용성 : 약간의 수용성
- 인화범위 : 2.0% ~ 22%(concentration in air)

VII. 응급실 처치
[ 제염 단계 ]
1. 피부가 1,4-다이옥산으로 오염된 환자를 치료하는 동안 의료진은 오염제거가 제대로 되
었다면 2차 오염의 심각한 위험은 없다. 의료진은 전문 보호 장비가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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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4-다이옥산 노출 환자는 신속한 피부 오염제거가 중요하다. 다량의 물로 노출된 피부
와 모발을 적어도 20분 동안 비누로 충분히 씻고 철저히 헹군다. 샤워 기구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소아나 노인을 세척하는 경우에는 저체온증의 발생에 주의해야 하고 이를 방
지하기 위해 담요나 워머를 사용할 수 있다.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환자는 자신이 제염
을 하도록 한다.
3. 의료인은 소아 환자의 경우 보호구 착용으로 인해 공포를 조장하여 처치하기가 좀 더
힘들 수 있음을 인지하고 사전에 대처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어야 한다.
4. 소아 환자들은 몸무게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커다란 체표면적 때문에 피부를 통해 흡수
되는 독성 물질들에 더 취약하다. 또한, 응급실 의료진은 소아들이 손을 입에 갖다 대는
빈도가 높다는 점을 근거로 소아들의 구강도 검사해야 한다.
5. 기도, 호흡, 혈액 순환을 평가하고 보조한다. 호흡 부전이 있는 경우에는 기관 삽관을
통해 기도와 호흡을 확보한다. 만약 불가능하면 기관 절개나 윤상갑상연골절개와 같은
외과적인 방법으로 기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한다.
6. 심장리듬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혼수상태, 저혈압, 발작 또는 부정맥이 있는 환자
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치료한다.
7. 기관지 경련이 있는 환자들은 분무화된 기관지 확장제로 치료한다. 기관지 확장제는 알
부테롤(albuterol)과 같은 에어로졸화 된 기관지 확장제로 치료한다. 어떤 종류의 기관
지 확장제를 투여할지 선택하기 전에 심근의 상태를 고려한다. 일반적으로 교감신경 자
극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하나 심장 감작제를 사용하는 것이 고령의 심장질환자의 경우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선택에 주의하여야 한다.
⟹ 소아의 경우 천명음이 들릴 경우 에피네프린 에어로졸을 처치한다.(2.5cc 증류수에
2.25% 라세믹 에피네프린용액 0.25~0.75ml을 혼합하여 20분 간격으로 처치한다.).
8.

눈 부위 노출 혹은 자극 증상이 있을 때, 최소 15분 이상 혹은 통증이 완화될 때까지
담수로 씻어내야 한다.
(눈에 2차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콘택트렌즈 등은 제거한다. 만약 부식성 물질이 의심
되거나 통증이나 손상이 명확하다면 환자를 중환 처치구역으로 이송하는 동안에도 계속
안구를 세척 한다.)

10. 음독 시에는 절대로 환자에게 구토를 유도하지 않도록 한다. 만약 환자가 의식이 명료
하고 증상이 없으며 정상 구역 반사를 보인다면 활성탄 현탁액(activated charcoal)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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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g/kg 용량(보통 성인 60~90g, 소아 25~50g)으로 투여한다. 탄산음료와 빨대가 있으면
소아 환자들에게 활성탄 현탁액(activated charcoal)을 제공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
11. 소아 환자는 많은 양의 부식성 물질을 섭취하지 않으며, 비위관 삽관으로 인한 천공의
위험 때문에 내시경으로 관찰하며 비위관을 삽관하지 않았다면, Levin tube를 삽관하고
흡인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는다.
12. 음독 노출된 환자는 흡인성 폐렴이나 신부전을 일으킬 수 있으며 관찰을 위해 중환자
실에 입원해야 한다.
13. 1,4-다이옥산에 대한 해독제는 없다.
14. 노출수준의 평가로 1,4-다이옥산 및 이의 분해 생성물에 대한 검사가 있고, 노출 수준
을 평가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유의한 1,4-다이옥산 중독증상이 있었던 환자는 간 및
신장 기능의 손상 여부를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 중환 구역 처치 단계 ]
1. 1,4-다이옥산 노출 환자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으면 자신의 오염제거를 도울 수 있다.
충분히 오염제거가 되었음을 확인한 후에는 기존의 ABC의 평가와 조치를 한다. 중증으
로 판단되는 환자 중 중환자 구역 처치 전 단계에서 정맥로 확보가 되지 않은 환자는
정맥로를 확보한다. 지속적으로 심장 기능 모니터링을 한다. 보존적인 치료와 임상적으
로 발생 가능한 전신 독성 발현에 대한 평가를 시행한다.
2. 제염 후,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저혈압 이거나 경련이나 심장 부정맥을 보인다면 기존
전문생명소생술

(Advanced

Life

Support,

ALS)

프로토콜에

따라

ABC(Airway,

Breathing, Circulation) 순서로 위험 소견에 우선순위를 두고 진료를 진행한다.
3. 흡입 노출
1,4-다이옥산 기체에 흡입 노출된 환자가 호흡곤란 증상이 있다면 마스크로 산소를 공급
한다.
- 기관지 경련이 있는 환자들은 분무화 된 기관지 확장제로 치료한다. 어떤 종류의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할지 선택하기 전에 심근의 상태를 고려한다. 기관지 확장제는 알부테롤
(albuterol)과 같은 에어로졸화 된 기관지 확장제로 치료한다. 일반적으로 교감신경 자
극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하나 심장 감작제를 사용하는 것이 고령의 심장질환자의 경우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선택에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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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아의 경우 천명음이 들릴 경우 에피네프린 에어로졸을 처치한다.(2.5cc 증류수에
2.25% 라세믹 에피네프린용액 0.25~0.75ml을 혼합하여 20분 간격으로 처치한다.)
- 중증 노출 환자는 심장 리듬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 고농도 1,4-다이옥산에
노출되면 초기 혈압 상승을 일으키고 점차 심한 저혈압과 쇼크, 부정맥, 혼수상태를 유
발할 수 있다. 1,4-다이옥산에 대한 피부 노출 후에도 간과 신장의 손상이 보고되고 있
다.
4. 피부 노출
- 열에 의한 화상에 준해 치료한다.
- 고압 샤워로 씻은 후(물의 양이 적으면 단순히 1,4-다이옥산을 희석하고 노출 면적을 넓
힐 수 있다)에는 피부를 적어도 15분 동안 비누와 물로 씻어낸다.
- 액체 1,4-다이옥산이 피부에 닿으면 화학적 화상을 입을 수 있고, 흡수되어 전신 독성으
로 간과 신장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 소아 환자들은 몸무게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커다란 체표면적 때문에 피부를 통해 흡수
되는 독성 물질들에 더 취약하다. 또한, 응급실 의료진은 소아들이 손을 입에 갖다 대는
빈도가 많다는 점을 근거로 소아들의 구강도 검사해야 한다.
5. 눈 노출
- 제염 단계에서 눈 부위 노출 혹은 자극 증상이 있을 때, 적어도 15분 이상 혹은 통증이
완화될 때까지 많은 양의 미지근한 생리 식염수로 씻어내야 한다.
(눈에 2차 손상을 줄 수 있는 콘택트렌즈 등은 제거한다. 만약 부식성 물질이 의심되거
나 통증이나 손상이 명확하다면 환자를 중환 처치 구역으로 이송하는 동안에도 계속 안
구를 세척 한다.
- 적절한 안구 세척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다. 적어도 15분 이상 혹은 통증이 완화될 때
까지 많은 양의 미지근한 생리 식염수로 씻어내야 한다. 시력(Visual acuity)을 테스트
한다. 각막 손상 가능성을 고려하여 눈을 검사하고 적절히 치료한다. 각막 손상이 있는
경우는 즉각 안과 협진을 시행한다.
6. 음독 노출
- 1,4-다이옥산의 음독 시에 관한 자료는 없었다. 1,4-다이옥산은 동물의 위장관에서 잘
흡수되며 섭취 후 부작용이 보고되었다.
- 절대로 환자에게 구토를 유도하지 않도록 한다.
- Levin tube를 삽관하고 흡인하는 것은 독성 물질을 제거하고 내시경 검사를 준비하기
위한 특정한 상황에 유용하다. 보지 않고 비위관을 넣는 경우는 화학적으로 손상 받은
식도나 위를 더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소아 환자는 많은 양의 부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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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을 섭취하지 않으며, 비위관 삽관으로 인한 천공의 위험 때문에 내시경으로 관찰하
며 비위관을 삽관하지 않았다면, Levin tube를 삽관하고 흡인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는다.

[ 비위관 삽관 및 위흡인 적응증 ]
(1) 다량 음독 상황
(2) 환자의 상태가 응급실 내원 30분 이내 평가되는 경우
(3) 환자가 구강내 병변을 갖고 있거나 지속적인 식도 부위 불편감을 호소
(4) 음독 후 1시간 이내에 Levin tube를 삽관이 가능한 경우
- 만약 환자가 의식이 명료하고 증상이 없으며 정상 구역 반사를 보인다면 활성탄 현탁액
(activated charcoal)을 1g/kg용량(보통 성인 60~90g, 소아 25~50g)으로 투여한다.
- 탄산음료와 빨대가 있으면 소아 환자들에게 활성탄 현탁액(activated charcoal)을 제공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
- 비위관 삽관 및 위흡인
① 얇은 비위관을 삽관한다
② 비위관을 통하여 위 내에 있는 액체형 화학 물질을 흡인한다.(이때 생리식염수 등을 넣
어 세척 하지 않는다)
③ 활성탄 용액을 비위관을 통하여 투여하고, 제거한다.
④ 추가 활성탄 투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비위관을 남겨놓는다.
⑤ 부식제 등 식도 및 위장의 손상으로 삽관 시 천공위험이 있다면 금기가 된다
7. 해독제와 다른 치료법들
1,4-다이옥산에 대한 해독제는 없다.
8. 혈액 및 소변 검사
- CBC c diff, blood glucose, electrolyte, renal-function tests, LFT, ECG 모니터링,
chest radiography, pulse oximetry, 노출수준의 평가로 1,4-다이옥산 및 이의 분해
생성물

[ 응급실 진료 후 환자 배치와 추적 검사 ]
1. 심각한 수준의 흡입 혹은 음독 노출되어 전신 독성의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은 입원시킨
다.
2. 지연 효과
음독 노출된 환자는 흡인성 폐렴이나 신부전을 일으킬 수 있으며 관찰을 위해 중환자실
에 입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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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입 노출된 환자 중 흉통, 흉부압박감 또는 기침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는 폐부종이나
호흡 부전을 확인하기 위해 6-12시간 간격으로 주기적인 관찰과 검사를 해야 한다.
3. 환자 퇴원
경미한 노출 후 2~4시간 이상 무증상인 환자들의 경우는 연락처를 남기고 증상 발현 시
를 대비한 안내 지침서를 받아 가지고 퇴원 한다(1,4-다이옥산 - 환자 후속지침 참조).
4. 추적 검사
환자의 일차 진료진에게 환자의 응급실 방문기록에 관한 정보를 보낼 수 있도록 일차
진료진의 이름을 확보한다. 피부 화상이나 각막 손상이 있었던 환자는 24시간 이내에
재진료를 받아야 한다.
- 1,4-다이옥산 및 이의 분해 생성물에 대한 신속한 검사는 노출수준의 평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노출평가 결과 1,4-다이옥산에 심하게 노출된 환자는 간 및 신장 기능의 손상
여부를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5. 보고
작업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 시 보고할 파일을 만들어 관할 노동부에 연락하여야 한다.
(응급실에 내원하지 않았을지라도 다른 환자가 현장에 있을 수 있으며 사고가 작업장에
서 발생했다면 추후 회사 관계자와 토의함으로써 추후 발생 가능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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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물질 정보 시트
※ 이 유인물은 1,4-다이옥산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 및 후속 조치에 관한 정보
의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1. 1,4-다이옥산이란 무엇입니까?
1,4-다이옥산은 상온에서 무색의 액체이며 약하지만 쾌적한 냄새가 난다. 자연환경에서
발생하지 않고 인공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주요 사용은 화학 처리를 위한 용매로 사용됩
니다. 실험실 시약으로 플라스틱, 고무, 살충제 및 제초제 제조에, 중합 촉매의 일부로서
동물성 및 식물성오일 추출 매체로 사용됩니다. 1,4-다이옥산은 화장품, 세제 및 샴푸와
같은 일부 소비 제품에서 오염물질로 발견 될 수 있습니다.
2. 1,4-다이옥산 노출에 의해 즉시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의 영향은 무엇입니까?
다량의 1,4-다이옥산 증기에 급성 노출시 눈, 코, 인후 자극증상 뿐만 아니라 간 및 신
장 손상이 유발됩니다. 고농도의 1,4-다이옥산에 급성으로 노출된 후 사망한 사례가 보
고되었습니다. 액체 1,4-다이옥산과의 피부 접촉은 피부 자극과 화상을 유발할 수 있습
니다. 액체 1,4-다이옥산을 섭취하면 내부 화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저농도의 1,4-다
이옥산에 장기간 노출되는 경우는 거의 알려져 있지않습니다. 수년간 상대적으로 낮은
농도의 1,4-다이옥산에 장기간 노출된 근로자는 건강상 문제가 없었습니다.

3. 1,4-다이옥산 중독은 치료 될 수 있습니까?
1,4-다이옥산에 대한 해독제는 없지만, 중독증상은 치료할 수 있습니다. 심각하게 노출
된 사람들은 입원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4. 향후 건강에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고농도의 1,4-다이옥산에 단기간 노출되면 장래의 건강에 영향을 줄지는 알려지지 않습
니다. 그러나 낮은 수준 또는 중간 수준으로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향후 간 또는 신장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5. 1,4-다이옥산에 노출된 사람에게 어떤 검사를 할 수 있습니까?
1,4-다이옥산 및 일부 분해 생성물은 혈액 및 소변에서 측정 할 수 있습니다. 1,4-다이
옥산의 확인은 1,4-다이옥산에 노출되었음을 나타내지만, 일부 분해 생성물은 1,4-다이
옥산 이외의 화학물질 노출시에도 생성될 수 있습니다. 노출평가는 1,4-다이옥산과 그
분해 생성물의 생물학적 반감기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노출 후 며칠 이내에 실시해야
합니다. 이 검사들은 특수 장비를 갖춘 실험실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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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4-다이옥산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하거나 유해가스노출 환경보건
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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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환자 후속지침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고, 다음 진료예약 확인 및 표기된 지침을 따르십시오.
24시간 이내에 특이증상 또는 징후가 발생하는 경우 응급실 또는 예약의사에게 전화문의
바랍니다.

※ 특히 아래의 증상인 경우 :
▶ 심한 안구 자극감, 흐려진 시야
▶ 복통, 메스꺼움, 무뇨
[ ] 위에 기술된 증상이 발현되지 않는다면 추후 진료예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 필요시 전화문의 약속, 예약 의사 :
☞ 의사에게 전화문의 시(

전화번호 :

)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

) 일 재진 예약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십시오.

[ ] 추후 추적 검사 및 진료를 위한 진료예약
(

) 응급실 / 클리닉, (

)월/(

)일, AM/PM

(

)

[ ] 1~2일은 격렬한 신체 활동을 하지 마세요.
[ ] 운전 및 기계 작동을 포함한 일상적인 활동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

(

) 일 동안은 업무에 복귀하지 마십시오.

[ ] 당신은 조건부로 업무에 복귀 가능합니다. 아래의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

] 적어도 72시간 이상 담배 연기에 노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담배 연기가 폐의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음.

[

] 적어도 24시간 이상 술을 마셔서는 안 됩니다; 술이 위장 및 다른 손상 부위를 악화시
키거나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음.

[ ] 다음과 같은 약물은 복용하지 마십시오 :
[ ] 기존에 처방받은 다음의 약물들은 계속해서 복용 가능합니다. :

다음과 같은 인터넷 웹 사이트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 안전관리정보시스템”나 “유해가
스노출 환경보건센터”에서 화학 물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환자 서명 :

날짜 :

의사 서명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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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바륨
1)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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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급실 처치 매뉴얼
[ 응급실 관리 ]
1. 밀폐된 지역에 있는 병원 요원은 젖은 피부나 옷에 직접 접촉하여 2차적으로 오염될 수
있다. 오염된 의복을 벗고 피부를 씻은 후에는 오염 위험을 제기하지 않는다.
2. 매우 높은 수준의 바륨에 급성으로 노출되면 위장관 효과, 심장 이상, 비정상적인 혈압,
근육 약화 및 마비를 유발할 수 있다.

[ 피누 노출 환자의 처치 ]
1. 피부에 수산화바륨 또는 잠재적으로 부식성이 있는 바륨 화합물과 접촉한 경우 화학 화
상이 발생할 수 있다.
2.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더 큰 표면적 : 체중비 때문에 피부에 영향을 미치는 독성 물질에
더 취약할 수 있다. 다량의 물로 노출된 피부와 머리를 씻어낸다.
3. 노출자, 특히 어린이 또는 노인의 경우 오염을 제거할 때 저체온증에 주의한다. 필요에
따라 오염제거 후 담요 또는 따뜻한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 눈 노출 환자의 처치 ]
1. 미지근한 물로 20분 동안 노출되거나 자극받은 눈을 세척한다.
2. 눈에 추가적인 외상이 없다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한다.
3. 시력 검사 및 각막 손상에 대해 안과적으로 검사하고 적절하게 치료한다.
4. 각막 손상이 있는 환자는 즉시 안과 의사와 상담하도록 한다.
5. 각막 손상 환자는 24시간 이내에 재검사해야 한다.

[ 섭취 환자의 처치 ]
1. 섭취한 경우 구토를 유도하지 않으며, 중화시키지 않는다.
2. 수용성 황산염의 경구 투여는 불용성 형태의 바륨(황산바륨)의 침전을 일으킴으로써 바
륨의 흡수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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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식이 있고 삼킬 수 있는 희생자의 경우 희석을 위해 5mL/kg의 물 200mL를 투여하
는 것을 고려한다.

[ 고급 전문적 치료 ]
1. 호흡기가 손상된 경우 ALS(Advanced Life Support) 프로토콜에 따라 기도를 확보하고
호흡을 유지한다.
2.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하는 환자에게 알부테롤(albuterol)과 같은 에어로졸 화 된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한다.
3. 바륨 중독에는 고혈압과 빈맥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장 감작 제로 알려진 기관
지 확장제를 사용하면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4. 호흡곤란이 있는 어린이들은 라세믹 에피네프린(racemic epinephrine) 에어로졸을 고
려한다.
5. 2.25% 라세믹 에피네프린 용액 0.25~0.75mL를 필요에 따라 매 20분마다 반복하면서
환자의 상태를 관찰한다.
6. 혼수상태, 저혈압 또는 발작 또는 심장 부정맥이 있는 환자는 ALS(Advanced Life
Support) 프로토콜에 따라 치료한다.
7. 쇼크나 저혈압의 징후가 관찰되면 체액 관리를 시작한다. 수축기 혈압이 80mmHg 미만
인 성인에게 1,000mL/hour 정맥 내 식염수 또는 젖산 링거 용액을 볼루스(bolus) 관
류로 투여하는 것이 적절하다.
8. 어린이의 경우 정상적인 식염수 20mL/kg을 10~20분간 투여 한 다음 재관류를 평가하
고 임상적으로 적절한 관리를 시행한다.

[ 해독제 ]
1. 바륨에 대한 해독제는 없다.
2. 치료는 혈청 칼륨 농도 조절 및 호흡기 및 심혈관 질환 조절로 이루어지며, 용해성 황산
염의 경구 투여는 불용성 형태의 바륨(황산바륨)을 침전시킴으로써 바륨의 흡수를 제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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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급실 대응 리스트
(1) 기본정보
바륨은 은백색~황색의 무취 금속으로 바륨 황산염 또는 바륨 탄산염으로 주로 발견된다.
바륨은 불연성이지만 부식성 또는 유독성 가스를 발생하기 위해 가열하면 분해될 수 있다.
엘레멘트 바륨 및 황화바륨은 습한 공기에서 가연성이 될 수 있다.
상온에서 바륨은 은백색의 무취 금속으로 공기에 노출되면 은빛 황색을 띄게 된다. 불연
성이지만 가열되면 부식성 또는 유독성 흄을 생성할 수 있다. 수용성 바륨 화합물(바륨 아
세테이트, 염화바륨, 수산화바륨, 황화바륨)은 자연 발생하는 불용성 바륨 화합물로 제조된
다. 탄산바륨은 산에 용해되므로 섭취 후 건강에 문제가 된다. 황산바륨은 석유 및 가스 시
추 산업에서 드릴 비트를 윤활하는데 사용되는 시추 진흙에 사용된다. 불용성 황산바륨은
바륨 관장을 포함하여 위장관의 X선 조영제로 사용되고 있고, 황산바륨 및 기타 바륨 화합
물은 다양한 제조 제품에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무취이지만 황화바륨은 아황산염(썩은 달걀) 냄새를 방출한다. 원소 바륨 및
황화바륨은 습한 공기에서 가연성이 될 수 있다. 원소 바륨은 물, 암모니아, 할로겐, 산소
및 대부분의 산과 쉽게 반응한다.

(2) 노출 경로
음식물 섭취
위장관에서 용해되는 비교적 많은 양의 바륨 화합물을 섭취하면 위장 증상(메스꺼움, 타
액 분비, 구토, 복부 경련, 설사), 저칼륨 혈증(심실성 빈맥을 유발할 수 있는 혈중 칼륨 농
도의 감소, 고혈압 또는 저혈압, 근육 약화 및 마비) 및 신장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바륨
아세테이트, 바륨 클로라이드, 바륨 하이드록사이드 및 바륨 설파이드와 같은 수용성 바륨
화합물에 비교적 높은 수준의 경구 노출 후에 신체의 조직적인 유해효과(위장관계, 심혈 관
계, 근육 영향, 저칼륨 혈증)가 관찰되었다는 보고가 있다.
흡입
흡입에 의해 바륨에 노출된 사람은 2차 오염 위험을 초래하지는 않는다. 인간과 동물의
제한된 자료에 따르면 수용성 바륨 화합물에 대한 높은 수준의 흡입 노출은 고수준 구강
노출에서 추출된 것과 유사한 전신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오염된 사람과의 접촉
의류나 피부가 바륨으로 오염된 사람은 직접 접촉하여 다른 사람을 2차적으로 오염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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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체에 미치는 영향
과도한 혈중 바륨 농도는 혈중 칼륨(저칼륨 혈증)을 감소시켜 빈맥, 혈압상승, 혈압강하,
근육 약화 및 마비와 같은 심혈 관계 및 근육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바륨 중독과 관련된
메커니즘은 아마도 칼륨 수준의 대사 조절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바륨에 과다
노출되면 부작용 및 저칼륨 혈증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위장관, 심장 또는 근육 기능이 손
상된 개인은 바륨 중독에 더 취약할 수 있다.
급성 노출
위장관에서 용해되는 비교적 많은 양의 바륨 화합물을 섭취하면 위장 증상(메스꺼움, 타
액 분비, 구토, 복부 경련, 설사) 및 저칼륨 혈증(심실성 빈맥을 유발할 수 있는 혈중 칼륨
농도의 감소, 고혈압 또는 저혈압, 근육 약화 및 마비)을 일으킬 수 있다. 바륨 독성의 메
커니즘은 완전히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세포 내 칼륨의 수동적 유출을 차단하는 경쟁적 칼
륨 채널 길항제인 바륨의 작용과 관련되어 칼륨이 세포 외 구획에서 세포 내 구획으로 이
동하고 세포 내 휴식 잠재력이 낮아지게 되고 이는 자극에 반응하는 신경 세포의 능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 유의할 점은 어린이는 성인과 같은 방식으로 화학물질에 항상 반응하지
는 않으며, 노출 후 이들 관리를 위한 다른 프로토콜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위장관계
위장 통증, 메스꺼움, 구토 및 설사와 같은 위장관 효과는 높은 수준의 바륨 또는 섭취에
의한 수용성 바륨 화합물에 노출된 사람의 경우 바륨 중독의 징후이다.
신진대사
고수준의 바륨 또는 용해성 바륨 화합물에 노출되면 심실성 빈맥, 고혈압 및 / 또는 저
혈압, 근력 약화 및 마비를 유발할 수 있는 저칼륨 혈증을 초래할 수 있다.
심장 혈관계
흡입 또는 섭취에 의한 바륨 또는 용해성 바륨 화합물의 높은 농도에 노출된 후에 심장
리듬의 변화 및 혈압의 증가 또는 감소와 같은 심혈 관계 이상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심혈
관계의 영향은 저칼륨 혈증의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
근 골격계
호흡곤란, 근육 약화 및 마비와 같은 효과는 흡입 또는 섭취에 의한 바륨 또는 용해성 바
륨 화합물의 높은 수준에 노출된 후에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효과 또한 저칼륨 혈증의
결과일 수 있다.
신경계
심한 중독으로 인해 떨림, 발작 및 산동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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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적 후유증
급성 노출 후 심각한 바륨 중독의 첫 며칠 동안 생존한 사람들은 바륨 과다 노출을 중단
하면 빨리 개선될 수 있다.
만성 노출
바륨 또는 용해성 바륨 화합물에 대한 만성 과다 노출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만성
노출은 어린이들에게는 더욱 심각할 수 있다.
생식 및 발달 효과
바륨에 의해 유도된 생식 또는 발달 영향에 대한 잠재력은 인간에서 평가되지 않았으며,
잘 설계된 생식 또는 발달 동물 연구가 없다.

(4) 병원 전 관리
흡입만으로 노출된 바륨 중독의 피해자는 구조대원에게 오염 위험을 제기하지 않는다. 의
류나 피부가 바륨 또는 용해성 바륨 화합물로 오염된 피해자는 직접적으로 접촉하여 대응
요원을 2차적으로 오염시킬 수 있다. 매우 높은 수준의 바륨에 급히 노출되면 위장관 효과,
심장 이상, 비정상적인 혈압, 근육 약화 및 마비를 유발할 수 있다. 바륨에 대한 해독제는
없다. 치료는 혈청 칼륨 농도 조절 및 호흡기 및 심혈관 질환 조절로 이루어진다. 용해성
황산염의 경구 투여는 불용성 형태의 바륨 (황산바륨)을 침전시킴으로써 바륨의 흡수를 제
한 할 수 있다.
핫 존 (Hot Zone)
핫 존 (Hot Zone)에 들어가기 전에 구조대원을 훈련 시키고 적절히 착용해야 한다. 적절
한 장비를 구할 수 없거나 구조대원의 훈련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지역 또는 지역의 전문
팀 또는 적절하게 준비된 대응 조직에서 지원을 받아야 한다.
호흡기 보호
염화바륨 또는 질산바륨과 같은 바륨 화합물의 높은 노출에 대한 반응 상황에서 양압의
자급식 호흡기(SCBA, Self-Contained Breathing Apparatus)가 권장된다.
피부 보호
일부 바륨 화합물은 피부 및 안구 자극제일 수 있다. 잠재적으로 높은 수준의 피부 노출
과 관련된 상황에서 화학물질 방지 복장이 권장된다.
피해자 이동
노출된 피해자가 걸을 수 있다면 핫 존에서 오염제거 구역으로 이동시킨다. 걸을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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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자는 들것에 옮길 수 있다.
오염제거 구역
흡입만으로 바륨에 노출되고 피부 또는 눈 자극이 없는 환자는 즉시 지원 지역으로 이송
될 수 있다.
구조대원 보호
노출 수준이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Hot Zone보다 낮은 수준의 보호 수준을 착용한 직원
이 오염제거를 수행할 수 있다.
ABC 알람
적절한 호흡을 유지하고 맥박을 확인한다. 외상이 의심될 경우 목 칼라로 경추를 안정시
킨다. 필요한 경우 산소를 보충하고 필요한 경우 백 밸브 마스크 장치로 환기를 돕는다.
기본 오염제거
오염된 의복 및 개인소지품을 신속하게 제거하고 이중으로 봉한다. 다량의 물로 노출된
피부와 머리를 씻어낸다. 노출자, 특히 어린이 또는 노인의 경우 오염을 제거할 때 저체온
증에 주의한다. 필요에 따라 오염제거 후 담요 또는 따뜻한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미지근
한 물로 20분 동안 노출되거나 자극받은 눈을 세척한다. 눈에 추가적인 외상이 없다면 콘
택트렌즈를 제거한다. 다른 기본적인 관리 및 이송 중에 눈 세척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심한 통증이나 부상이 분명하다면 피해자를 지원구역으로 이송하는 동안 세척을 계속한다.
섭취한 경우 구토를 유도하지 않는다. 발열 반응으로 중화시키지 않는다. 수용성 황산염의
경구 투여는 불용성 형태의 바륨(황산바륨)의 침전을 일으킴으로써 바륨의 흡수를 제한할
수 있다. 의식이 있고 삼킬 수 있는 희생자의 경우 희석을 위해 5mL/kg의 물 200mL를
투여하는 것을 고려한다. 피해자가 증상이 있는 경우 다른 응급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오염
제거를 연기하는 것이 좋다. 오염제거 시 화학적으로 오염된 피해자, 특히 부모로부터 분리
되면 분리 불안을 느낄 수 있는 어린이에게 안심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5) 병원 및 지원 영역으로의 이동
지원구역으로 이전
기본적인 오염제거가 완료되면 피해자를 지원구역으로 이동시킨다.
지원구역
피해자가 제대로 오염이 제거되었는지 확인한다. 오염제거를 받은 희생자 또는 흡입만으
로 노출된 희생자는 구조대원에게 2차 오염의 심각한 위험을 제기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
우, 지원구역 직원은 전문 보호 장비가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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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 알람
적절한 호흡을 유지하고 맥박을 확인한다. 외상이 의심될 경우 목 칼라로 경추를 안정시
킨다. 필요한 경우 산소를 보충하고 필요한 경우 백 밸브 마스크 장치로 환기를 돕는다. 필
요한 경우 정맥 주사를 확립하고 심장 모니터링을 시행한다.
추가 오염제거
계속해서 노출된 피부와 눈을 세척한다. 섭취한 경우 구토를 유도하지 않는다. 발열 반응
으로 중화시키지 않는다. 이전에 시행하지 않았다면 위장관에서 바륨의 흡수를 줄이기 위해
황산마그네슘 (250mg/kg 최대 단일 용량)과 같은 가용성 황산염의 경구 투여를 고려할 수
있다. 피해자가 증상이 있는 경우 다른 응급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오염제거를 연기한다.
고급 전문적 치료
호흡기가 손상된 경우 ALS(Advanced Life Support) 프로토콜에 따라 기도를 확보하고
호흡을 유지한다.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하는 환자에게 알부테롤(albuterol)과

같은 에어로

졸화 된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한다. 바륨 중독에는 고혈압과 빈맥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장 감작 제로 알려진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하면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호흡곤란이 있는 어린이들은 라세믹 에피네프린(racemic epinephrine) 에어로졸
을 고려한다. 2.25% 라세믹 에피네프린 용액 0.25~0.75mL를 필요에 따라 매 20분마다 반
복하면서 환자의 상태를 관찰한다. 혼수상태, 저혈압 또는 발작 또는 심장 부정맥이 있는
환자는 ALS(Advanced Life Support) 프로토콜에 따라 치료한다. 쇼크나 저혈압의 징후가
관찰되면 체액 관리를 시작한다. 수축기 혈압이 80mmHg 미만인 성인에게 1,000mL/hour
정맥 내 식염수 또는 젖산 링거 용액을 볼루스(bolus) 관류로 투여하는 것이 적절하다. 어
린이의 경우 정상적인 식염수 20mL/kg을 10~20분간 투여 한 다음 재관류를 평가하고 임
상적으로 적절한 관리를 시행한다.
의료기관으로의 운송
오염제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 환자는 의료시설로 이송한다. 수신 의료기관에 환자의 상
태, 주어진 치료 및 의료기관 도착 예정 시간을 보고한다. 바륨을 다량 섭취한 경우 피해자
가 구토할 경우 몇 개의 수건을 준비하고 비닐봉지를 열어 신속하게 구토를 씻어내고 격리
한다.
다자간 Triage
여러 명의 피해자를 선별하는 것에 관해서는 각 지역 전문 의사 또는 지역 독극물 통제
센터에 문의한다. 심각한 증상이 있는 환자(흉부 압박이나 천명음의 경우), 병력이 있거나
심각한 노출의 증거가 있는 환자 및 바륨을 섭취한 환자는 평가를 위해 의료시설로 이송한
다. 그 밖의 다른 사람들은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록 한 후 현장에서 귀가할 수 있
다. 퇴원한 사람들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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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응급실 진료 후 환자 배치와 추적 검사 및 보고
검사실 소견
모든 노출 된 환자에 대해 CBC, 포도당 및 전해질 측정, 특히 노출 후 첫 24시간 동안
혈청 칼륨 수준을 평가한다.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는 맥박 산소 측정, 동맥혈 가스 분석
(ABGA) 측정, 흉부 방사선 검사, 폐활량 측정이 필요할 수 있다.
후속 조치
흡입 노출이 심하고 증상이 (예: 흉부 압박이나 천명음) 있거나 바륨을 섭취한 환자는 입
원을 고려한다.
지연 효과
바륨 중독의 경우, 위장 증상이 급속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심혈관 및 신경근 과
관련된 증후는 최대 수 시간 동안 지연되어 나타날 수 있다.
환자 퇴원
바륨 노출 후 24시간 동안 무증상 상태로 있는 환자는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 조치
를 취할수 있는 지침과 권고를 받고 퇴원을 고려할 수 있다.
보고
업무 관련 사건이 발생한 경우 지역 보건부서에 연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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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물질 정보 시트
※ 이 유인물은 바륨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 및 후속 조치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1. 바륨이란 무엇입니까?
바륨은 은빛 흰색 금속으로 공기에 노출되면 은색 황색을 띕니다. 바륨은 화합물로 불
리는 많은 다른 형태로 자연에서 발생한다. 이 화합물은 고체이거나 분말 또는 결정으로
존재하며 잘 타지 않는다. 두 가지 형태의 바륨, 황산바륨 및 탄산바륨은 종종 자연에서
지하 광석 매장지로 발견된다. 바륨은 때때로 식수와 음식에서 자연적으로 발견되기도
한다. 특정 바륨 화합물(황산바륨 및 탄산바륨)이 물과 잘 섞이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
로 식수에서 발견되는 바륨의 양은 적다. 염화바륨, 질산바륨 및 수산화바륨과 같은 다
른 바륨 화합물은 황산바륨에서 제조된다. 바륨 아세테이트, 바륨 클로라이드, 수산화바
륨, 질산바륨 및 황화바륨과 같은 바륨 화합물은 바륨 설페이트 및 바륨 카보네이트보다
물에 용해되기 쉽지만, 일반적으로 자연에서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물이 폐기물 현장에
서 방출되는 바륨 화합물에 의해 오염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음용수에 들어가지 않는
다. 바륨 및 바륨 화합물은 많은 중요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황산바륨 광석은 석유 및
가스 산업에서 시추 진흙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 황산바륨은 도료, 벽돌, 타일, 유리, 고
무 및 기타 바륨 화합물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 바륨 탄산염, 염화바륨 및 수산화바륨과
같은 일부 바륨 화합물은 도자기, 곤충 및 쥐 독극물 및 오일 및 연료용 첨가제를 제조
하는 데 사용된다. 불용성 황산바륨은 바륨 관장을 포함하여 위장과 장의 X선 사진을
촬영하는데 조영제로 사용된다. 상대적으로 수용성인 바륨 화합물(바륨 아세테이트, 염
화바륨, 수산화바륨, 황화바륨) 및 산 용해성 탄산바륨은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
다.
2. 바륨이 환경에 노출될 때 어떻게 됩니까?
바륨이 공기, 육지, 물 또는 퇴적물에서 지속되는 시간은 방출된 바륨의 형태에 따라 다
르다. 황산바륨 및 탄산바륨과 같이 물에 잘 용해되지 않는 바륨 화합물은 환경에서 오
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 물에 쉽게 용해되는 염화바륨, 질산바륨 또는 수산화바륨과 같
은 바륨 화합물은 일반적으로 환경에서 오랫동안 이러한 형태로 지속되지 않는다. 물에
녹아 있는 화합물의 바륨은 물속에서 자연적으로 발견되는 황산염 또는 탄산염과 빠르
게 결합하여 오래 지속되는 형태(황산바륨 및 탄산바륨)가 된다. 황산바륨과 탄산바륨은
토양과 물에서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바륨 화합물이다. 황산바륨과 탄산바륨이 육지로
방출되면 토양 입자와 결합한다.
3. 바륨에 어떻게 노출될 수 있습니까?
환경에서 바륨의 수준은 매우 낮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호흡하는 공기에는 10억 배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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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0.0015배의 바륨이 들어 있다. 바륨 화합물을 대기 중으로 방출하는 공장 주변의 공
기는 0.33ppb 이하의 바륨을 함유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표수 및 공공용수 공급 물은
백만 분의 일(ppm) 이하의 바륨을 평균 0.030개 함유하고 있다. 토양에서 발견되는 바
륨의 양은 약 15~3,500ppm이다. 브라질 견과류, 해초, 생선 및 특정 식물과 같은 일부
식품에는 다량의 바륨이 함유되어있을 수 있다. 음식과 물에서 발견되는 바륨의 양은 일
반적으로 건강에 문제가 될 정도로 높지 않다. 그러나 바륨 농도가 낮을 
때 장기간 노출
되면 건강상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는 계속 연구 중이다. 높은 수준의 바
륨에 노출될 위험이 가장 큰 사람들은 바륨 화합물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산업 분야의
사람들이다. 노출된 사람들의 대부분은 황산바륨 또는 탄산바륨이 포함된 공기를 마시게
된다. 때로는 이들 화합물의 먼지를 들이마시거나 피부에 묻어서 더 유해한 바륨 화합물
(예: 염화바륨 또는 수산화바륨) 중 하나에 노출될 수 있다. 바륨 탄산염은 위장에 용해
되지 않는 황산바륨과 달리 위장 내의 산성 물질에 녹기 때문에 우연히 섭취하면 해로
울 수 있다. 많은 유해 폐기물 지역에는 바륨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 지역 근처
에 거주하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노출될 수 있다. 유해 폐기물 현장의 바륨은 먼지를 흡
입하거나, 토양이나 식물을 먹거나, 이 지역의 바륨으로 오염된 물을 마시면 바륨에 노
출되게 된다. 바륨은 공기를 들이마시거나 음식을 먹거나 바륨이 들어있는 물을 마시면
몸에 들어가게 되고 바륨 화합물과 직접 피부 접촉이 있을 때도 신체에 약간의 침입이
있을 수 있다. 숨을 쉬었거나 먹거나 마신 후에 혈류에 들어가는 바륨의 양은 바륨 화합
물에 달려 있다. 염화바륨과 같이 용해성인 일부 바륨 화합물은 황산바륨과 같은 불용성
바륨 화합물보다 더 쉽게 혈류에 들어갈 수 있다. 일부 바륨 화합물(염화바륨)은 피부를
통해 신체에 침투할 수 있지만, 이는 매우 드물며 바륨 화합물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공장의 산업 재해에서 주로 발생한다. 호흡, 식사 또는 식음으로 신체에 들어가는 바륨
은 주로 배설물과 소변에서 제거된다. 몸에 들어간 대부분의 바륨은 1~2주내에 제거된
다. 몸에 머무르는 소량의 바륨은 대부분 뼈와 치아에 들어가 침착한다.
4. 바륨에 노출되면 인체에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까?
물 또는 위장에 용해되는 매우 많은 양의 바륨 화합물을 먹거나 마시는 사람에게서 심
실빈맥, 고혈압이 발생할 수 있고 저칼륨 혈증이 나타날 수 있다. 많은 양의 바륨을 먹
거나 마시고 나서 치료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사망했다는 보고도 있다. 단기간에 바륨을
조금씩 마시거나 마시는 사람 중 일부는 구토, 복부 경련, 설사, 호흡곤란, 혈압의 증가
또는 감소, 얼굴 주변의 감각 마비, 근육 약화 등을 경험할 수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4주 동안 10ppm의 바륨을 함유 한 물을 마신 사람들은 혈압이 상승하거나 심장 리듬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 피부 접촉에 의해 바륨에 노출된 사람 또
는 실험동물의 건강 영향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는 아직까지 없다.
5. 바륨에 노출된 사람에게 어떤 검사를 할 수 있습니까?
바륨에 대한 해독제는 없지만 대부분 바륨에 노출된 환자들은 효과적으로 치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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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하게 노출된 사람들은 입원치료를 고려해야 한다.
6. 향후 건강에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바륨에 의한 건강 영향은 높은 수준의 급성 노출 후에 신속하게 나타나게 된다. 증상은
대개 노출이 중단된 직후 해결된다. 만성적인 노출은 신장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7. 바륨은 아이들에게 성인과 다른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어린이가 성인보다 바륨 독성에 더 민감하거나 덜 민감한지의 여부는 아직까지 알려진
바가 없다. 바륨을 삼킨 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신생아 체중의 감소를 발견했다는
보고가 있다. 유사한 효과가 인간에게 나타나는지 여부는 아직 모른다.
8. 바륨에 노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의학 검사가 있습니까?
바륨에 노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일상적인 의학 검사는 없다. 뼈, 혈액, 소변 및
대변과 같은 신체 조직에서 체내의 바륨을 측정할 수 있지만, 노출의 정도 또는 잠재적
건강 영향을 예측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심각한 바륨 중독 및 의학
연구의 경우에만 수행된다.
9. 바륨 노출은 발암성이 있습니까?
바륨은 바륨을 물에 마시는 인간이나 동물 실험에서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밝혀지지 않
았다. 미국 보건복지부(DHHS), 국제 암 연구소(IARC)는 바륨을 발암성으로 분류하지 않
았다. EPA는 바륨이 섭취 후 인체에 발암성을 나타내지 않으며 흡입 노출 후에 인체에
발암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10. 바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 안전관리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하거나 유해가스노출 환경보건센
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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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환자 후속지침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고, 다음 진료예약 확인 및 표기된 지침을 따르십시오.
24시간 이내에 특이증상 또는 징후가 발현되는 경우 응급실 또는 예약의사에게 전화문의
바랍니다.

※ 특히 아래의 증상인 경우
▶ 침 흘림 또는 삼킴 곤란
▶ 복통 또는 구토
▶ 기침, 쌕쌕거리는 숨소리 또는 쉰 목소리
▶ 호흡곤란, 짧은 호흡 또는 흉통
▶ 노출된 눈에서 통증이나 분비물이 증가하는 경우
▶ 피부 화상 부위에 발진이나 통증의 증가 또는 화농성 분비물이 발생하는 경우
[ ] 위에 기술된 증상이 발현되지 않는다면 추후 진료예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 필요시 전화문의 약속, 예약 의사 :
☞ 의사에게 전화문의 시(

전화번호 :

)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

) 일 재진 예약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십시오.
[ ] 추후 추적검사 및 진료를 위한 진료예약
(

) 응급실 / 클리닉, (

)월/(

)일, AM/PM

(

)

[ ] 1~2일은 격렬한 신체 활동을 하지 마세요.
[ ] 운전 및 기계 작동을 포함한 일상적인 활동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

(

) 일 동안은 업무에 복귀하지 마십시오.

[ ] 당신은 조건부로 업무에 복귀 가능합니다. 아래의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

] 적어도 72시간 이상 담배 연기에 노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담배 연기가 폐의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음.

[

] 적어도 24시간 이상 술을 마셔서는 안 됩니다; 술이 위장 및 다른 손상 부위를 악화시
키거나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음.

[ ] 다음과 같은 약물은 복용하지 마십시오 :
[ ] 기존에 처방받은 다음의 약물들은 계속해서 복용 가능합니다. :
다음과 같은 인터넷 웹 사이트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 안전관리정보시스템”나 “유해가
스노출 환경보건센터”에서 화학물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환자 서명 :

날짜 :

의사 서명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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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아크롤레인
1)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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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급실 처치 매뉴얼
[ 아크롤레인 중독 환자의 치료 및 배치 원칙 ]
1. 아크롤레인 증기에 단순 노출된 경우는 해를 끼치지 않으나, 아크롤레인 액체에 노출된
의복, 피부나 눈의 자극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 등은 이차적으로 오염을 유발하므로 현장
대응 인력들은 양압 자급식 호흡 보호구(Positive-pressure, Self-Contained Breathin
g Apparatus, SCBA)가 부착된 화학물질 방호 슈트를 착용하여 호흡기와 피부를 보호
하여야 한다. 아크롤레인 액체에 노출된 병력이 있으면서 피부나 눈의 자극 증상을 호소
하는 환자들이 만약 병원 전 단계에서 제염이 되지 않았다면, 응급실 의료진도 화학물질
방호 슈트와 부틸 고무 재질의 앞치마, 고무장갑, 보안경을 착용해야 한다. 환자가 충분
히 제염 되었다면, 응급실 의료진이 특정 방호복 또는 보호 장구를 착용할 필요는 없다.
2. 환자의 ABC에 대한 평가와 조치를 시행한다. 외상이 의심된다면 경추 고정을 시행한다.
3. 가능한 빨리 아크롤레인에 젖은 의복과 소지품을 제거하고, 더블백에 별도 보관한다.
4. 혈액검사로 CBC, glucose, electrolyte를 시행하고, 호흡기계 증상이 있는 경우 추가로
pulse oximetry, ABGA, 흉부방사선, 폐활량검사(peak-flow spirometry)를 시행한다.
5. 아크롤레인은 해독제가 없는 물질로서 점막, 피부, 눈, 호흡기계를 주로 자극하고, 흡입
에 의한 급성기의 주된 증상은 주로 호흡 장애와 비심장성 폐부전의 형태로 나타나므로
호흡기계 및 순환기계에 대한 대증적 치료를 시행한다.
6. 흡입손상이 의심되는 경우 산소를 투여한다.
기관지 연축이 관찰되는 경우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하며, 지속적으로 천명음을 보이는
경우나 과민성 폐렴(hypersensitivity pneumonitis)을 보이는 경우는 스테로이드를 투
여한다. 협착음(stridor)이 발생한 소아에게는 2.25% 라세미 에피네프린(racemic epine
phrine) 0.25~0.75mL를 분무로 사용한다. 이 경우 심근 상태를 관찰하며, 필요 시 매
20분마다 사용할 수 있다.
7. 눈 부위 노출 시, 최소 15분 이상 물 또는 식염수로 세척한다. 가능한 경우 콘택트렌즈
를 제거하며, 각막 손상이 관찰되거나 통증이 지속될 경우 안구 세척을 지속하며, 안과
의사의 협진을 구한다.
8. 아크롤레인 액체가 피부가 닿았을 경우 열화상에 준하여 치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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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아크롤레인 음독 환자들은 억지로 구토시키지 말고, 120~240ml 가량의 물 또는 우유를
복용시킨다. 의식이 명료하고, 증상이 경미한 경우 활성탄을 투여한다. 소화기계의 병변
범위를 파악하기 위해 내시경을 고려한다. Levin tube를 삽관하고 흡인하는 것은 과량
을 섭취하였을 경우, 섭취 후 1시간 이내일 경우, 구강 혹은 식도 병변이 지속될 경우
L-tube를 통해 시도할 수 있으나 병변의 범위가 확대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를 요하
며, 소아에서는 추천되지 않는다.
10. 음독의 병력이 있거나, 흉부압박감이나 천명음 등 증상이 있는 경우, 흡입한 경우는 입
원하여 경과를 관찰하도록 한다. 특히 24시간 경과 후 지연성 폐부종이 나타날 수 있고,
드물게 노출 18개월 후 호흡기계 장애를 호소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각
막손상이 있는 경우 반드시 24시간 이내에 재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1. 노출된 지 24시간 후에도 증상이 없을 경우 퇴원이 가능한데, 이 경우도 증상 발현 시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할 것을 반드시 교육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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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급실 대응 리스트
[ 제염 단계 ]
1. 아크롤레인 액체에 노출된 병력이 있으면서 피부나 눈의 자극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만약 병원 전 단계에서 제염이 되지 않았다면, 응급실 의료진도 화학물질 방호 슈트와 부
틸 고무 재질의 앞치마, 고무장갑, 보안경을 착용해야 한다. 환자가 충분히 제염 되었거나,
자극증상을 호소하지 않는다면 중환 구역으로 즉시 이송한다.
2. 환자의 기도, 호흡, 순환을 확인하고 보조하며, 경우에 따라 기도삽관을 시행한다.
3. 스스로 거동이 가능한 환자는 자신들이 제염을 하도록 한다. 제거된 의복과 소지품은 더블
백에 별도 보관한다. 가능하다면 샤워기로 최소 2-3분간 전신을 씻어낸 후 다시 비누나 린
스를 사용하여 깨끗이 씻어낸다. 이때 소아 및 노인의 경우 저체온증에 빠지지 않도록 주
의한다.
4. 눈 부위 노출 시, 최소 15분 이상 물 또는 식염수로 세척한다. 가능한 경우 콘택트렌즈
를 제거하며, 각막 손상이 관찰되거나 통증이 지속될 경우 안구 세척을 지속한다.
5. 아크롤레인을 음독한 경우 억지로 구토를 유발하지 않는다. 의식이 명료하고, 삼킬 수
있다면 120~240mL의 물이나 우유를 마시게 한다.

[ 중환 구역 처치 단계 ]
1. 환자의 제염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며, 제염 단계에서 기술한 것과 같이 환자의
기도, 호흡, 순환을 확인하고 보조한다. 중환에게는 정맥 주사로를 확보하며, 심전도를
지속적으로 관찰한다. 혼수상태, 저혈압, 경련 또는 부정맥 환자는 기존의 방식대로 치
료한다.
2. 음독 손상 환자에게는 마스크를 통해 산소를 투여한다. 기관지 연축이 있는 환자는 연무
화된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하는데, 이로 인해 고혈압과 빈맥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주의
를 요한다. 지속적으로 천명음을 보이는 경우나 과민성 폐렴을 보이는 경우는 스테로이
드를 투여한다. 협착음(stridor)이 발생한 소아에게는 2.25% 라세미 에피네프린 0.25~0.
75mL를 분무로 사용한다. 이 경우 심근 상태를 관찰하며, 필요시 매 20분마다 사용할
수 있다.
3. 눈 부위 노출 시, 최소 15분 이상 물 또는 식염수로 세척한다. 가능한 경우 콘택트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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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거하며, 각막 손상이 관찰되거나 통증이 지속될 경우 안구 세척을 지속하며, 안과
의사의 협진을 구한다.
4. 액체가 피부가 닿아 화학 화상이 발생한 경우 열화상에 준하여 치료한다.
5. 아크롤레인 음독 환자들은 억지로 구토시키지 말고, 120~240ml 가량의 물 또는 우유를
복용시킨다. 의식이 명료하고, 증상이 없고, 구역반사가 있을 경우 활성탄을 1g/kg 용량
으로 투여한다. 위장관계의 병변 범위를 파악하기 위해 내시경을 고려한다. Levin tube
를 삽관하고 흡인하는 것은 과량을 섭취하였을 경우, 섭취 후 1시간 이내일 경우, 구강
혹은 식도 병변이 지속될 경우 L-tube를 통해 시도할 수 있으나 병변의 범위가 확대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를 요하며, 소아에서는 추천되지 않는다.
6. 아크롤레인은 해독제가 없는 물질로서 호흡기계 및 순환기계에 대한 대증적 치료가 주
된 치료 방법이다.
7. 혈액검사로 CBC, glucose, electrolyte를 시행하고, 호흡기계 증상이 있는 경우 추가로
pulse oximetry, ABGA, 흉부방사선, 폐활량검사를 시행한다.

[ 응급실 진료 이후 환자 배치 및 추적 검사 ]
1. 과량을 음독하였거나, 흉부압박감, 천명음 등 증상을 호소할 경우, 흡입하였을 경우 입
원을 고려한다.
2. 24시간 경과 후 지연성 폐부종이 나타날 수 있고, 드물게 노출 18개월까지 호흡기계 장
애를 호소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각막 손상이 있는 경우 반드시 24시간
이내에 재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노출된 지 24시간 후에도 증상이 없을 경우 퇴원이 가능한데, 이 경우도 증상 발현 시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할 것을 반드시 교육하도록 한다.
4. 보고
작업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 시 보고할 파일을 만들어 관할 보건소에 연락하여야 한다.
(응급실에 내원하지 않았을지라도 다른 환자가 현장에 있을 수 있으며, 사고가 작업장에서
발생했다면 추후 회사 관계자와 토의함으로써 추후 발생 가능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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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물질 정보 시트
※ 이 유인물은 아크롤레인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 및 후속 조치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아크롤레인이란 무엇입니까?
아크롤레인은 자극적이고 강한 냄새가 나는 무색 혹은 연한 노란색을 띄는 액체로서 식물,
조류, 설치류 및 각종 미생물을 제거하는데 사용되고, 여러 가지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데
사용되기도 하며, 군사적 목적의 가스로도 사용됩니다.
2. 아크롤레인 노출 시 즉시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의 영향은 무엇입니까?
공기 중의 저농도 아크롤레인은 눈, 코, 인후, 폐를 자극하여 기침, 흉부압박감, 호흡곤란
등을 유발합니다. 고농도일 경우 폐부종이 유발되어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액체 상태의
아크롤레인에 피부나 눈이 접촉될 경우 심각한 화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3. 아크롤레인 노출에 의한 증상은 치료될 수 있습니까?
아크롤레인 중독에 대한 해독제는 없으나, 대부분의 증상은 치료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
습니다. 심각한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입원하여야 합니다.
4. 향후 장기간 건강상의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호흡 기능이 1년 이상 떨어질 수 있습니다. 드물지만 이 물질에 노출된 후 과민성이 증가
하여 극소량의 아크롤레인 노출이나 다른 자극물질에 대해 알레르기 반응이 증가할 수 있
으므로 의료진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일부 실험을 통해 발암물질로 작용할 가능성
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5. 아크롤레인에 노출된 사람에게 어떤 검사를 할 수 있습니까?
아크롤레인의 존재 여부를 알 수 있는 혈액검사는 없습니다. 심각한 노출일 경우 폐기능
검사 및 흉부 방사선 검사를 시행하여 폐 손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헤모글로빈 반응
(reacted hemoglobin), 백혈구의 변형 DNA(modified DNA)를 확인하는 특수혈액검사를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6. 아크롤레인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하거나 유해가스노출 환경보건센
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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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환자 후속지침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고, 다음 진료예약 확인 및 표기된 지침을 따르십시오.
24시간 이내에 특이증상 또는 징후가 발현되는 경우 응급실 또는 예약의사에게 전화문의
바랍니다.

※ 특히 아래의 증상인 경우 :
▶ 기침, 천명, 호흡곤란, 흉통
▶ 눈 부위의 통증 혹은 분비물
▶ 피부 화상 부위의 발적 혹은 통증이 심해지거나 화농성 분비물 증가
[ ] 위에 기술된 증상이 발현되지 않는다면 추후 진료예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 필요시 전화문의 약속, 예약 의사 :
☞ 의사에게 전화문의 시(

전화번호 :

)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

) 일 재진 예약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십시오.
[ ] 추후 추적검사 및 진료를 위한 진료예약
(

) 응급실 / 클리닉, (

)월/(

)일, AM/PM

(

)

[ ] 1~2일은 격렬한 신체 활동을 하지마세요.
[ ] 운전 및 기계 작동을 포함한 일상적인 활동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

(

) 일 동안은 업무에 복귀하지 마십시오.

[ ] 당신은 조건부로 업무에 복귀 가능합니다. 아래의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

] 적어도 72시간 이상 담배 연기에 노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담배 연기가 폐의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음.

[

] 적어도 24시간 이상 술을 마셔서는 안 됩니다; 술이 위장 및 다른 손상 부위를 악화시
키거나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음.

[ ] 다음과 같은 약물은 복용하지 마십시오 :
[ ] 기존에 처방받은 다음의 약물들은 계속해서 복용 가능합니다. :
다음과 같은 인터넷 웹 사이트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 안전관리정보시스템”나 “유해가
스노출 환경보건센터”에서 화학 물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환자 서명 :

날짜 :

의사 서명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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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아크릴로니트릴
1) 알고리즘

- 86 -

2) 응급실 처치 매뉴얼
[ 흡입 노출 환자의 처치 ]
1.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에게는 산소마스크로 산소를 투여한다.
2. 분무화된 기관지 확장제로 기관지연축을 보이는 환자를 치료한다.
3. 다수의 화학물질에 노출된 경우에 기관지 감작제의 사용은 위험할 수 있다. 또한 심근의
건강을 고려하여 어떤 종류의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4. 아크릴로니트릴 중독은 기관지 혹은 심장 감작제의 사용 동안에 부가적인 위험을 일으키지
는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Stridor가 발생하는 어린이들을 위해 racemic epinephrine
aerosol을 고려한다.
5. Dose 0.25~0.75mL of 2.25% racemic epinephrine solution in water을 심근의 다양성
을 고려하여 주의하며 필요한 대로 매 20분마다 반복한다.

[ 피부, 눈 노출 환자의 처치 ]
1. 액체 아크릴로니트릴 형태에 노출된 피부는 화학 화상을 입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열
탕 화상에 의한 화상 치료에 준한 치료를 하면 된다.
2. 최소 15분 이상 안구 세척을 시행한다. 시야를 평가한다. 각막 손상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안과에 협진을 의뢰한다.

[ 음독 노출 환자의 처치 ]
1. 구토를 유발하지 않는다.(억지로 토하게 해서는 안 된다.) 환자 의식이 명료하면 활성탄
현탁액을 1gm/kg 단위로 투여한다. 보통 성인의 용량은 60~90g이다. 소아 환자에게 음
료수 캔과 빨대를 주면 활성탄을 먹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2. 위장관 손상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내시경을 고려한다. 극심한 인후두 부종이 있을
때는 기관 삽관이나 윤상갑상연골 절개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

3. 부식성 물질을 제거하거나 내시경을 준비하기 위한 특수 상황에서는 Levin tube를 삽관
및 흡인함이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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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비위관으로 Levin tube를 삽관하고 흡인을 고려해야 하는 적응증
(1) 많은 양을 음독
(2) 환자의 상태를 30분 이내에 평가함.
(3) 환자가 구강 병변이나 지속되는 식도 불편감을 호소
(4) 음독 1시간 이내에 세척이 가능한 경우
- 소아는 다량의 부식물을 음독하지 않고 비위 삽관 후 천공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기관 삽관
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Levin tube를 삽관하고 흡인하는 것은 하지 않는다.
- 독성 토사물은 증기가 나오거나 직접 접촉에 의하여 독성 효과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격리
하여 처리 하여야 한다.
5. 해독제.
< The cyanide antidote kit >
(1) amyl nitrite perles: 0.2mL amyl nitrite perles을 깨서 거즈에 적신 후 앰부 밸브 흡입
구 위쪽에 위치시킨 코 아래에 두거나 안면 마스크 입술 아래의 지점에 놓는다. sodium
nitrite를 정주할 때까지 매분 30초간 새 perles을 깨뜨려 흡입한다.
(2) intravenous infusions of sodium nitrite:
(성인 용량) 혈중 메트헤모글로빈 수치를 20%로 올리기 위해 성인에서 3% solution에
10~20mL를 최소 5분 이상 투여한다.
(소아 용량) 3% solution에 0.33mL/Kg (average 0.15~0.20mL/Kg)를 2.5mL/minute
속도로 최대 10mL까지 투여한다.
이후 hypotension을 monitoring 하며 발생 시에는 투입 속도를 줄인다.
(3) sodium thiosulfate:
sodium nitrite 주입 후 즉시 투여한다.
(성인 용량) 50mL (12.5g) of a 25% solution infused at a rate of 3 to 5mL/minute
(소아 용량) 1.65mL/kg (412.5mg/kg) up to 50mL.
- 증상이 재발하거나 1시간 이내까지 지속 되면 sodium nitrite, sodium thiosulfate를 초
기 용량의 50%로 재투여 한다.
< Antidote for hepatotoxic effects of acrylonitrile poisoning >
Administration of N-acetylcysteine (NAC, Mucomyst)
Recommended oral doses 140mg/kg loading dose, followed by 70mg/kg every 4
hours for 72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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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Laboratory Tests
CBC, glucose, and electrolyte determinations ECG monitoring, lactate levels, and
liver-function tests. Chest radiography, pulse oximetry (or ABG measurements)
serum methemoglobin levels, cyanide, thiocyanate lev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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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급실 대응 리스트
[ 제염 단계 ]
1. 대응 의료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화학물질대비 개인 방호 슈트(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 Level B or C를 착용한다.
(아크릴로니트릴에 젖은 옷이나 환자의 피부나 토사물에 접촉하면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
진도 급성 중독되어 짧게는 수 분 내에 전신 증상을 나타내고 사망할 수 있기 때문)
최소한 Level C 이상의 호흡 보호는 되어야 하며 PPE (예: Tyvek 또는 Saranex 등)
중 Skin 보호가 되거나 부틸(butyl) 고무 재질의 앞치마, 여러 겹의 라텍스 장갑, 눈 보
호 장비 등을 착용한다.
(아크릴로니트릴 원액이나 용액은 대부분의 고무장갑과 포장 시트나 크림을 통과하지만
부틸(butyl) 고무장갑이나 치마는 단기간에 좋은 피부 보호 장구이다.)
2. 환자가 병원 내원 전 단계에서 단순히 아크릴로니트릴 기체에 노출되었고 제염 처치를
받았으며 피부나 눈의 자극 증상이 없다면 전문 생명 소생술(Advanced Life Support,
ALS)프로토콜에 따라 ABC(Airway, Breathing, Circulation)순서로 중환자 진료 구역에
서 진료를 진행한다.
3. 만약 제염 처치를 받지 않았다면 응급실 입실 전 제염 구역(Warm Zone)에서 먼저 제
염을 시행한다. 하지만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저혈압 이거나 경련이나 심장 부정맥을
보인다면 기존 ALS 프로토콜에 따라 ABC 순서로 위험 소견에 우선순위를 두고 진료를
진행한다. 도파민이나 노르에피네프린 사용을 고려한다. 전에 주어지지 않았다면 우선
중탄산나트륨(1mEq/Kg, 최대 100mEq, 보통 성인 용량은 1ampule)을 정주하고 추가적
인 투여는 동맥혈검사를 통해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4. 환자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으면 자신들의 제염을 돕도록 한다. 오염된 옷가지와 개인
소유물을 각각 다른 봉투에 보관하고 가능한 빨리 피부에 접촉된 아크릴로니트릴을 제
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크릴로니트릴은 고 침투성으로 호흡기나 소화기 또는 피부를 통과하여 빠른 시간 내
에 환자의 사망을 유발할 수 있다.)
5. 제염 시 에도 빠른 처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환자가 증상이 있다면 시안화합물
해독제 키트 사용을 포함하여 즉각적으로 ALS 프로토콜대로 진행함으로 제염을 대치한
다.
(현재 미국 식품 의약국(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이 공인한 시안화
합물 표준 해독제 키트는 아질산아밀 캡슐(Amyl nitrite perles)과 티오황산염나트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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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dium thiosulfate) 또는 최근에 시안화합물 해독제 키트로 승인된 하이드록소코발아
민(Hydroxocobalamin)이 있다.)
6. 아질산아밀 캡슐을 깨뜨려 거즈 패드에 적시어 코 밑과 앰부 밸브 입구 위에 놓거나 안
면 마스크의 입술 아래에 놓는다. 매 분마다 30초 동안 흡입하며 아질산나트륨 투여가
지연 된다면 매 3분마다 새로운 캡슐을 사용한다.
7. 다음으로 티오황산염나트륨을 정주한다. 통상적인 성인용량 12.5g이 녹아있는 티오황산
나트륨 25% 용액 중 50mL를 10~20분간 정주한다. 평균 소아투여 용량은 25%용액에서
1.65mL/kg으로 체중에 맞춰 정주한다. 만약 초기에 적절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면 원
래 용량의 절반을 재차 투여한다.
8. 하이드록소코발아민 5gram을 15분간 정주한다. 중독의 중증도와 임상반응에 따라 2번
째 용량의 5gram 이 15분에서 2시간까지 환자의 상태에 따라 투여될 수 있다. 희석제
로는 0.9% 생리식염수가 추천된다. 일부 약물들은 하이드록소코발아민과 맞지 않으므로
분리된 수액로 확보가 필요할 수도 있다.
9. 아크릴로니트릴에 젖어 있거나 녹은 환자의 옷은 신속히 제거하고, 흐르는 물로 2~3분
가량(가능하면 샤워기 세척으로) 충분히 세척하고 천연 비누로 2번 세척한다.
(어린이나 노인의 경우 차가운 물로 오염물질 제거 시 저체온 증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
히 담요나 워머를 사용한다)

10. 눈 부위 노출시, 적어도 15분 동안 생리 식염수로 씻어내야 한다.
(눈에 2차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콘택트렌즈 등은 제거하고, 환자를 중환처치 구역으로
이송하는 동안 계속 안구를 세척한다. 안통 및 안검 경련 발생시 증상완화를 위해 안과
용 마취제 <예, 0.5 % tetracaine 또는 proparacaine>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단, 아크
릴로니트릴과 반응을 일으켜 손상을 줄 수 있는 다음의 약물들은

같이 투여함을 피한

다.
예) amines, oxidizers, acids, sodium hydroxide, calcium hydroxide,
sodium carbonate, caustic substances, and ammonia )
11. 음독 시에는 절대로 환자에게 구토를 유도하지 않도록 한다. 만약 환자가 의식이 명료
하고 증상이 없으며 정상 구역 반사를 보인다면 활성탄 현탁액을 1g/kg용량(영아, 소아,
성인 모두 같은 기준 적용)으로 투여함을 고려해야 한다. 보통 성인 용량은 60~90g,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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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용량은 25~50g.
(환자가 토한 오염물에 접촉 시 2차적으로 의료진이나 주변인들에게 중독의 위험이 발생
할 수 있다. 시안화합물은 장관으로의 흡수가 빠르므로 활성탄의 신속한 투여 여부가 효
율성을 결정하는 요소가 된다. 만약 환자가 의식이 있고 음독 후 짧은 시간 내에 시행될
수 있다면 위 세척술 시행을 고려해야 한다. Levin tube를 삽관하고 흡인 후 토사물에
서 아크릴로니트릴 기체가 생성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들을 고립시켜야 한다.)
작은 비위관으로 Levin tube를 삽관하고 흡인을 고려해야 하는 적응증
(1) 많은 양을 음독
(2) 환자의 상태를 30분 이내에 평가함.
(3) 환자가 구강 병변이나 지속 되는 식도 불편감을 호소
(4) 음독 1시간 이내에 세척이 가능한 경우
- 소아는 다량의 부식물을 음독하지 않고 비위 삽관 후 천공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기관 삽관
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Levin tube를 삽관하고 흡인하는 것은 하지 않는다.
- 독성 토사물은 증기가 나오거나 직접 접촉에 의하여 독성효과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격리
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2. Antidote for hepatotoxic effects of acrylonitrile poisoning:
Administration of N-acetylcysteine (NAC, Mucomyst)
Recommended oral doses 140 mg/kg loading dose, followed by 70 mg/kg every
4 hours for 72 hours

[ 중환 구역 처치 단계 ]
1. 충분히 오염제거가 되었음을 확인한 후에는 기존의 ABC의 평가와 조치를 한다. 중증으
로 판단되는 환자 중 이 전 단계에서 정맥로 확보가 안 되었던 환자에게는 정맥로를 확
보한다. 지속적으로 심장 기능 모니터링을 한다. 혼수, 쇼크, 저혈압, 발작, 심장 부정맥
등의 증상은 기존의 ALS 프로토콜대로 대응한다. 이러한 환자들 중 특히 산성화되어 있
는 환자들에게는 중탄산나트륨을 1mEq/Kg로 정주함을 고려한다.
2. 아크릴로니트릴 기체에 일차 노출되어 흡입 노출된 경우는 해독제 투여와 임상적으로
발생 가능한 전신 독성 발현에 대한 평가를 시행한다. 기관지 연축을 보이는 환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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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무화 된 기관지 확장제로 치료한다. 단, 짧은 기간 호흡기 노출이 의심되며 무증상인
환자들의 경우는 해독제 투여 없이 산소 투여하며 최소 12~18시간 이상 증상 발현 여부
관찰 후 증상이 없으면 연락처를 남기고 증상 발현 시를 대비한 안내 지침서를 받아 가
지고 퇴원 할 수 있다.
3. 아크릴로니트릴 액체나 용액에 피부가 노출된 경우는 화학 화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열에 의한 화상에 준해 치료한다. 그러나 노출된 후 전신 독성 발현까지 한 시
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으므로 증상과 징후를 지켜본다.
4. 눈 부위 노출 시, 적어도 15분 동안 생리 식염수로 세척해야 한다. 시력(Visual acuity)
을 테스트한다. 각막 손상 가능성을 고려하여 눈을 검사하고 적절히 치료한다. 각막 손
상이 있는 경우는 즉각 안과 협진을 시행한다.
5. 음독 시에는 절대로 환자에게 구토를 유도하지 않도록 한다. 만약 환자가 의식이 명료하
고 증상이 없으며 정상 구역 반사를 보인다면 활성탄 현탁액을 1g/kg용량(영아, 소아,
성인 모두 같은 기준 적용)으로 투여함을 고려해야 한다.
(만약 환자가 의식이 있고 음독 후 짧은 시간 내에 시행 될 수 있다면 위 세척술 시행
을 고려해야 한다. 위 세척 시 사용한 튜브를 고립된 벽 흡인기나 밀봉된 용기에 연결시
킨다. )

6. 해독제 치료는 (제염구역처치)프로토콜 6~8번과 같은 해독제 치료를 시행한다. 기타 가
능한 치료법으로는 시안 중독 환자 대상으로 고압 산소 요법이 있으나 효용성이 입증되
지 않았다. 단, 아크릴로니트릴과 일산화탄소의 복합 기체에 노출되었던 중증 환자들의
경우에서 고압산소 요법이 유용했다는 보고가 있다.

7.

모든 노출 환자들을 대상으로 CBC, blood glucose, electrolyte , LFT, serum lacta
te and urinary thiocyanate, cardiac marker, chest radiography, and pulse oxi
metry , ABGA, CoHb, ECG 모니터링을 시행한다. Cyanide Kit 사용시 Methemoglob
in level을 측정한다. 단, 짧은 기간 호흡기 노출이 의심되며 무증상인 환자들의 경우는
해독제 투여 없이 산소투여하며 최소 12~18시간 이상 증상 발현 여부 관찰 후 증상이
없으면 연락처를 남기고 증상 발현 시를 대비한 안내 지침서를 받아 가지고 퇴원할 수
있다.
(급성 아크리로니트릴 독성의 진단은 주로 임상적 판단(급성 중추신경계 독성의 발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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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혈관의 허탈)하에 내려진다. 혈액과 소변검사에서 아크릴로니트릴 혹은 시안화물을
검출하여 급성 노출을 확진할 수 있으나 이 검사를 응급 치료 결정을 위해 사용하는 데
는 유용성에 제한이 있다. 화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단순 시안화수소 누출뿐만 아니라 동
반된 일산화탄소 누출도 있을 수 있다.)

8. 아질산 치료 후 메트헤모글로빈 레벨을 측정할 수 있다. 전혈을 통한 시안화물 검사는
수 시간이 걸려 응급실 치료 가이드로는 사용할 수 없으나 노출을 확정하는 데에는 유
용할 수 있다.
(일부 산소 포화도 측정기에서는 산소헤모글로빈과 디옥시헤모글로빈 이외로 혈색소종이
존재하는 것으로 거짓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심각한 중독 시 에는 정맥혈이 산소화 되
어 밝은 붉은 빛을 띈다. 정맥 산소분압과 정맥산소 포화도 비율이 증가하며 동맥과 중
심 정맥의 산소분압 또는 산소 포화도의 비율간의 간격이 줄어든다.)

9. 파킨슨병양 증후군(Parkinson-like syndrome)이 있는 환자들에서 뇌 손상의 위치와 정
도를 파악하는데 MRI 검사가 유용하다.

[ 응급실 진료이후 환자 배치 및 추적 검사 ]
1. 심각한 수준으로 노출되었거나 증상이 있는 병력의 환자는 입원시킨다. 시안화물 해독제
키트에서 정맥주사 투여를 받은 환자들은 중환자실로 입원해야 한다.
2. 음독했거나 피부나 눈에 직접 아크릴로니트릴에 접촉한 병력이 있는 환자는 지연 및 전
신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입원하여 경과관찰을 해야 한다. 단, 짧은 기간 호흡기 노출이
의심되며 무증상인 환자들의 경우는 해독제 투여 없이 산소 투여하며 최소 12~18시간
이상 증상 발현 여부 관찰 후 증상이 없으면 연락처를 남기고 증상 발현 시를 대비한
안내 지침서를 받아 가지고 퇴원 할 수 있다.
(아크릴로니트릴 - 환자 정보 시트 참조)
3. 추적 검사
환자의 일차 진료의에게 환자의 응급실 방문기록에 관한 정보를 보낼 수 있도록 일차 진
료의의 이름을 확보한다. 심각한 노출의 생존자들을 대상으로는 뇌와 심장에 발생 가능한
허혈성 손상에 대한 검사를 해야 한다. 중증 전신 시안화물 중독을 겪었던 환자들은 파킨
슨병 양상 증후군(Parkinsonian-like syndromes)과 같은 중추신경계 후유증을 겪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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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이 있으므로 수주에서 수 개월간 모니터링 해야 한다. 각막 손상이 있었던 환자는 24
시간 이내에 재진료를 받아야 한다.
4. 보고
작업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 시 보고할 파일을 만들어 관할 보건소에 연락하여야 한다.
(응급실에 내원하지 않았을지라도 다른 환자가 현장에 있을 수 있으며 사고가 작업장에
서 발생했다며 추후 회사 관계자와 토의함으로써 추후 발생 가능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

[ 기본정보 ]
1. Acrylonitrile 분자식: CH2 =CHCN
2. CAS/ UN Number: 107-13-l/ l093
3. 동의어: AN, cyanoethylene, propenenitrile, VCN, vinyl cyanide, carbacryl,
fumigain, and ventox.
4. 특성: 상온에서 맑고 투명하거나 약간 노란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 휘발성이 매우 강하
여 상온에서 불이 붙기 쉬운 유독한 공기 농도로 존재하며 폭발할 수도 있다.
5. 노출 경로
(1) 흡입: Acrylonitrile 증기는 폐를 통하여 쉽게 흡수 되며 흡입이 독성물질 침투의 중요
한 루트가 된다. Acrylonitrile 냄새로는 위험물 농도의 적절한 경고를 제공할 수 없다.
(근거: ①냄새의 역치가

OSHA permissible exposure limit의 10배 이상이므로 근로

자들이 알아채지 못한 채 과다 노출 될 수 있음. ②후각의 피로가 급속히 진행함.) 중추
신경계 침범 증상은 공기로 운반되는 농도에 노출된 경우 30분 동안 16ppm 정도의 낮
은 농도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Acrylonitrile은 공기보다 무거우며 환기가 잘 안되거나
밀폐되었거나 저지대인 공간에서 질식을 유발할 수 있다.
소아 환자의 경우 어른과 같은 수준의 Acrylonitrile 증기에 노출된 경우는 성인에서 보
다 더 많은 용량의 약물을 투여받아야 할 수 있다. (근거: ①성인에 비해 폐표면적:체중
의 비율이 높다. ②분당 호흡량:체중의 비율이 높다. ③통상적으로 성인에 비해 신장이
작기때문에 같은 위치에서도 지면 근처에서 더 높은 농도로 존재하는 Acrylonitrile 증
기에 더 높은 수준으로 노출된다.)

- 95 -

(2) 피부/눈 접촉: Acrylonitrile 증기에 노출되면 피부와 눈의 자극 증상이 발생 할 수 있
다. 눈에 튀면 각막 손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Acrylonitrile은 온전한 피부를 통해서 흡
수되며 전신 독성을 유발할 수도 있다. 액체 형태에 장기간 피부 접촉을 한 경우에는 2
도 화상과 유사하게 수포가 형성되거나 화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소아 환자들은 성인에 비해 체표면적:체중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피부를 통해 흡수되는
독성물질에 더욱 취약하다.
(3) 음독: 음독한 경우 치명적인 전신 독성을 포함하여 급성 중독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6. 발생 근원/용도
Acrylonitrile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 화학 물질들 중 하나로 프로필렌(Propylene)
의 암모니아(Ammonia)와의 촉매 반응에 의해 생산된다. 1990년대에 미국에서만 30억 파
운드 이상 생산되었다. Acrylonitrile은 아크릴 섬유, 스티렌 플라스틱, 접착제의 제조 시에
원자재로 사용된다. 이러한 섬유나 플라스틱은 의류, 가구, 가전제품, 건설 자재, 자동차,
음식물 포장에 사용된다. Acrylonitrile은 과거에는 소독, 살충에 사용되는 방(Room) 훈증
제(fumigant)와 이(Lice)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이 살충제(pediculicide)로도 사용되었
다.
7. 표준치와 설명지침
(1) OSHA PEL(permissible exposure limit) = 2ppm (skin)
(averaged over an 8-hour workshift).
(2) OSHA STEL(short-term exposure limit) = 10ppm
(over a 15-minute time period).
(3) NIOSH IDLH(immediately dangerous to life or health) = 85ppm.
(4) AIHA ERPG-2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활동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손상 시킬 수 있는 경험을 하거나 비가역적인 건강상태로 진행하거나 다른
심각한 건강 효과나 증상들이 발생함이 없이 1시간까지 노출될 수 있는 것으로
믿어지는 최대한의 공기 운반 상태에서의 농도) = 35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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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물리적 특성

Description: Clear, colorless, or slightly yellow liquid
Warning properties: Inadequate; unpleasant onion or garlic odor
at 20 ppm

Molecular weight: 53.0 daltons
Boiling point (760 mm Hg): 171 EF (77 EC)
Freezing point: -116 EF (-82 EC)
Specific gravity: 0.80 (water = 1)
Vapor pressure: 83 mm Hg at 68 EF (20 EC)
Gas density: 1.8 (air = 1)
Water solubility: Water soluble (7% at 68 EF) (20 EC)
Flammability: Flammable and explosive at temperatures >30 EF
(-1 EC)

Flammable range: 3% to 17% (concentration in air)
9. 불화합성 물질
아크릴로니트릴은 강한 산화제, 산, 알칼리, 브로민(bromine), 아민(amines), 구리와 반
응한다. 보통 메틸하이드로퀴논(methylhydroquinone) 등에 의해 억제되지 않으면 아크릴
로니트릴은 자체적으로 중합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가열되었을 때 혹은 강알칼리의
존재 시에 중합반응을 보일 수 있다.
<건강 효과>
1. 피부, 눈, 호흡기에 자극성 효과를 낸다. 독성효과는 두통, 피로, 호흡곤란, 오심과 구토에
서부터 질식, 젖산 산증과 심혈관계 허탈까지 나타난다. 독성효과는 주로 세포 단백질과
아크릴로니트릴의 생반응성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돌연변이 유발성과 유전자 독성이 있는
에폭시드(epoxide) 중간체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독성은 또한 아크릴로니트릴의 대사과정
에서 시안(cyanide)의 방출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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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급성 노출 시 아크릴로니트릴의 독성은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에서 시안(cyanide)의 대사
성 방출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방출된 시안은 cytochrome oxidase를 포함한 다양한 효
소들을 억제하고 세포 질식을 일으킨다. 시안의 형성과 관련되지는 않는 독성은 반응성 비
닐 그룹들(reactive vinyl groups)과 에폭시드 중간체에 의해서 발생하며 글루타치온 저
장(glutathione stores)을 고갈시킬 수 있고 간 손상을 야기할 수 있다. 시안과 관련된 증
상은 4시간에서 12시간 까지 지연되어 나타날 수도 있다. 소아의 경우는 항상 성인과 같은
방식으로 화학물질에 반응하지 않는다. 게다가 임신 중일 때, 유아기, 걸음마기, 소아기에
는 특정한 화학물질에 노출되었을 때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으므로 각 연령대별로 대처하
기 위한 다른 프로토콜이 필요할 수 있다.
n 중추신경계 증상과 징후는 급속하게 또는 지연되어 진행할 수 있다. 초기 증상들은 보통
비 특이적이며 짜증, 어지러움, 오심, 구토, 두통, 팔다리의 힘빠짐이 나타난다. 중독이 진
행되면서 나타나는 중추신경계 징후로는 기면, 테타니 연축(tetanic spasm), 파상풍 개구
장애(lockjaw), 경련, 환각, 의식 소실, 혼수가 있다. 산소 부족으로 두뇌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n 심혈관계 기능 억제는 아크릴로니트릴로부터 유리된 시안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초기 빈
맥에 이어 심전도상에서 허혈성 변화를 보일 수도 있는 서맥이 뒤따른다. 그리고 부정맥,
저혈압 그리고 말초혈관 허탈이 뒤따를 수 있다.
n 흡입 노출 시 호흡기의 점막을 자극할 수 있다. 기침, 눈물, 흉부 불편감, 기침이 발생할
수 있다. 피해자들은 호흡곤란과 가슴이 조이는 증상을 호소할 수 있다. 호흡기계 증상으
로는 빈 호흡, 깊은 호흡이 나타날 수 있다. 중독이 진행되면 호흡은 느리고, 얕고, 헐떡이
게 된다. 청색증이 발생할 수 있고 치명적인 경우에는 폐부종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 소아
는 노출되었을 때 즉시 피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분당 환기가 상대적으로 증가되어 있으
므로 성인에 비해 취약할 수 있다.
n 대사체계에서는 심각한 중독 상태에서는 세포 대사의 파괴와 젖산의 생성으로 인해
anion-gap과 acid-base 불균형이 발생한다.
n 아크릴로니트릴은 황달, 무기력, 식욕 감퇴, 백혈구 증가증의 특성을 보이는 간 기능부전
을 유발할 수 있다. 간 기능의 장애는 글루타치온 저장의 고갈로 인해 심화된다.
n 아크릴로니트릴은 피부 자극 증상과 수포를 발생시킬 수 있다. 오랫동안 아크릴로니트릴
액체에 피부 접촉이 되면 2도 화상과 유사한 수포와 화상이 생길 수 있다. 특별히 드러나
는 피부염 없이 피부의 극심한 소양감을 호소하는 근로자가 보고 된 적도 있다. 성인에 비
해 표면적:체중 비율이 크기 때문에 소아 환자들은 피부를 통해 흡수되는 독성 물질에 더
취약하다.
n 고농도의 아크릴로니트릴 가스는 눈의 자극과 눈물을 유발할 수 있다. 눈에 튀기는 접촉
손상은 보통 장기적인 각막 손상 없이 일시적인 시야장애만을 유발한다.
n 아크릴로니트릴의 잠정적인 후유증에 대한 정보는 없다. 그러나 심각한 급성 시안 중독의
생존자들은 지연성 신경 합병증을 겪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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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성 노출은 간 손상과 관련 되어 왔다. 소아에서의 만성 노출은 잠재적인 잠복기가 성인
에 비해 더 길기 때문에 좀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n The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IARC, ACGIH에 따르면 아크릴로
니트릴은 발암성이 있다고 판단 된다.
n Shepard’s Catalog of Teratogenic Agents에 따르면 동물 실험에서 다량의 아크릴로니
트릴이 구강, 흡입, 복강 내 경로로 투여되었을 때 기형유발 효과가 발생했다. 인간에게서
는 생식계나 발달에 있어서 독성이 있다는 증거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91년에
U.S. General Accounting Office(GAO)에 의해 발간된 보고서에는 생식계나 발달에 있
어서 독성이 있다는 증거가 널리 인정되는 30종류의 화학물질에 아크릴로니트릴은 포함되
어 있지 않다. 아크릴로니트릴이 태반을 통과할 수 있는지 혹은 모유에 축적되어 젖을 먹
이는 영아에게 전달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정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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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물질 정보시트
※ 이 유인물은 아크릴로니트릴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 및 후속조치에 관한 정보
의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아크릴로니트릴이란 무엇입니까?
아크릴로니트릴은 상온에서 맑고 투명하거나 약간 노란 액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휘발
성이 매우 강하여 상온에서 불이 붙기 쉬운 유독한 공기 농도로 존재하며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섬유와 플라스틱제품의 생산에 사용됩니다.
2. 아크릴로니트릴 노출에 의해 즉시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의 영향은 무엇입니까?
아크릴로니트릴 흡입은 다양한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데 재채기, 흉부 조임, 기침, 팔다
리 위약감, 오심과 구토, 불면증, 비정상 심박, 경련, 깜박 의식 소실 등이 이에 해당합
니다. 일반적으로 노출의 정도가 심할수록 증상도 더 심해집니다. 몸 안에서 아크릴로니
트릴은 분해되어 시안을 방출하며, 피부를 통하거나 음독을 포함하여 아크릴로니트릴 노
출의 어떠한 형태에서도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아크릴로니트릴 중독은 치료 될 수 있습니까?
아크릴로니트릴 중독의 치료는 순 산소 흡입이고 증상이 심각한 경우는 시안화물 중독
을 치료하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특수한 해독제 치료를 합니다. 심각한 증상을 보인 환자
는 입원해야 합니다.
4. 향후 건강에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소규모 단일 노출에 의해 발생한 증상이 빠르게 회복된 사람들은 증상이 지연되어 재발
하거나 장기간 인체 영향을 일으킬 가능성이 낮습니다. 반면 심한 노출인 경우에는 환자
는 뇌와 심장 혹은 간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크릴로니트릴은 동물 실험에서 암을
유발하였으나, 인간에서의 암유발 여부에 대한 연구는 확실히 확립된 바는 없습니다.
5. 아크릴로니트릴에 노출된 사람에게 어떤 검사를 할 수 있습니까?
혈액이나 소변에서 시안화물 혹은 아크릴로니트릴의 존재를 확인해 주는 특수 검사는
일반적으로 의사에게 유용하지 않습니다. 심각하게 노출되었을 때는 혈액, 뇨 분석과 다
른 검사들을 통해 뇌와 심장이 손상을 입었는지를 밝혀줄 수 있으나, 모든 경우에 검사
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6. 아크릴로니트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하거나 유해가스노출 환경보건
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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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환자 후속지침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고, 다음 진료예약 확인 및 표기된 지침을 따르십시오.
24시간 이내에 특이증상 또는 징후가 발생하는 경우 응급실 또는 예약의사에게 전화문의
바랍니다.

※ 특히 아래의 증상인 경우 :
▶ 호흡곤란, 짧아진 호흡 또는 천명음(호흡 시 "쌕쌕” 거리는 소리)
▶ 쉰 목소리, 고음 톤의 음성, 또는 말하기 어려움
▶ 가슴 통증 또는 압박감
▶ 피부 변화, 진물, 또는 피부화상 부위의 통증증가
▶ 복통, 구토, 설사
▶ 노출된 눈 부위에서의 통증 및 분비물 증가
[ ] 위에 기술된 증상이 발현되지 않는다면 추후 진료예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 필요시 전화문의 약속, 예약 의사 :
☞ 의사에게 전화문의 시(

전화번호 :
)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

) 일 재진 예약

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십시오.
[ ] 추후 추적검사 및 진료를 위한 진료예약
(

) 응급실 / 클리닉, (

)월/(

)일, AM/PM

(

)

[ ] 1~2일은 격렬한 신체 활동을 하지 마세요.
[ ] 운전 및 기계 작동을 포함한 일상적인 활동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

(

) 일 동안은 업무에 복귀하지 마십시오.

[ ] 당신은 조건부로 업무에 복귀 가능합니다. 아래의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

] 적어도 72시간 이상 담배 연기에 노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담배 연기가 폐의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음.

[

] 적어도 24시간 이상 술을 마셔서는 안 됩니다; 술이 위장 및 다른 손상 부위를 악화시
키거나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음.

[ ] 다음과 같은 약물은 복용하지 마십시오 :
[ ] 기존에 처방받은 다음의 약물들은 계속해서 복용 가능합니다. :
다음과 같은 인터넷 웹 사이트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 안전관리정보시스템”나 “유해가
스노출 환경보건센터”에서 화학 물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환자 서명 :

날짜 :

의사 서명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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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에틸렌글리콜
1)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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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급실 처치 매뉴얼
응급실 관리
에틸렌글리콜 액체 또는 증기에 노출된 환자는 병원 직원에게 2차 오염의 위험이 없다.
에틸렌글리콜은 피부 및 점막에 약간 자극적이며 피부 또는 흡입을 통해 잘 흡수되지 않는
다. 에틸렌글리콜의 섭취는 중추신경계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다. 환자가 치료받지 않으면
에틸렌글리콜의 대사산물이 대사성 산성증, 호흡곤란 및 혈액 투석을 요하는 급성신부전을
일으킬 수 있다. 심한 노출의 경우, 신장 기능에 대한 추적관찰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신경학적 검사가 권장된다. 시기적절한 치료는 효과적이며 보조 치료, 혈액 투석 및 에탄올
또는 4-메틸프라졸(fomepizole) 과 같은 대사 해독제의 투여를 고려할 수 있다.
흡입 노출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에게 마스크로 보충 산소를 투여한다.
피부 노출
대부분의 경우, 세척 후에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 자극이나 알레르기 접촉 피
부염이 발생하면 피부 연화제, 항히스타민 제 또는 국소 스테로이드제를 사용할 수 있다.
안구 노출
적절한 눈의 세척(irrigation)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한다. 시력 검사. 눈에 결막이나 각막
손상을 검사하고 적절히 치료한다. 각막 손상이 의심되는 환자는 즉시 안과 의사와 상담하
도록 하고 각막 병변이 있는 환자는 24시간 이내에 안과적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섭취 노출
증상이 나타난 환자에서는 섭취한 지 1시간 이내라면 Levin tube를 삽관하고 흡인을 고
려한다. 활성탄은 에틸렌글리콜을 잘 흡수하지 못하지만, 여러 화학물질의 섭취가 확인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활성탄은 1g/kg으로 투여한다(보통 성인 복용량 60~90g, 어린이
복용량 25~50g).
혈액 투석 치료
혈액 투석은 에틸렌글리콜과 그 대사산물을 혈액으로부터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증
가된 음이온 차의 대사성 산증(pH < 7.25), 급성신부전, 자살목적으로 많은 양을 섭취한 경
우, 통상적인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는 전해질 장애, 혈중 에틸렌글리콜 수치 > 50mg/dL
(상대적 적응증)일 때 혈액 투석의 적응증이 된다. 이러한 상태가 아니면 ADH 억제만으로
치료가 가능하다. 혈액 투석 치료가 시작되면 혈중 에틸렌글리콜 농도가 20mg/dL 이하,
정상 혈중 pH와 bicarbonate 수치로 도달할 때까지 시행한다. 혈액 관류는 에틸렌글리콜
과 그 대사산물을 제거하는데 효과적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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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독제
음이온과 삼투압의 차이를 평가하고 해산 요법, 정맥 내 중탄산염 또는 혈액 투석이 필요
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전문 의료 독성 학자 또는 지역 독약물 관리 센터에 도움을 요
청한다. 섭취로 인한 심각한 중독에서는 에탄올이나 다른 차단제(4-메틸 프라졸 fomepizol
e)의 신속한 투여가 에틸렌글리콜의 추가 대사를 방지한다. 차단제로 신속하게 처치하는 것
은 매우 중요하다. 치료 전에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아야 한다. 섭취와 치료 사
이의 경과 된 시간과 섭취된 복용량이 사망의 주요 요인이다.
ADH의 억제는 에틸렌글리콜이 독성 대사산물로 생체 전환하는 것을 억제한다.
에틸렌글리콜 중독에서 에탄올 및 4-메틸프라졸(fomepizole) 치료의 적응증은 다음과 같
다.
- 혈중 에틸렌글리콜 수치가 20mg/dL 이상일 경우
- 에틸렌글리콜의 대량 섭취 병력이 있으면서 삼투압차가 10mOsm/dL 이상일 경우
- 에틸렌글리콜 중독의 병력이나 임상적으로 의심되고 다음 중 적어도 2가지 사항이 존재
할 때
* 동맥혈 pH < 7.3
* 혈청 bicarbonate < 20mEq/L
* 삼투압차 > 10mOsm/L
* 소변에서 oxalate crystal 이 존재할 때
① 에탄올
알코올 탈수소 효소의 기질인 에틸렌글리콜과 경쟁함으로써 에탄올은 독성 에틸렌글리콜
대사산물의 형성을 억제한다. 많은 요인(예 : 나이, 노출자의 알코올 사용 정도, 혈당에 대
한 영향)에 따라 적절한 용량을 결정하기 위해 전문 의료 독성 학자 또는 독극물 관리 센
터에 연락해야 한다.
에탄올의 부하 용량은 600~800mg/kg으로 권장되는 치료농도는 100~150mg/dL이다. 이
수준은 30~60분에 걸쳐 10% 에탄올을 정맥 내로 투여하여 신속하게 달성해야 한다. 이 농
도가 될 때까지 1~2시간 간격으로 에탄올 농도를 측정한다. 적정 치료농도 도달 이후에도
에탄올 수치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2~4시간 간격으로 혈중 에탄올 수치를 측정한다. 평균
적인 유지용량은 약 110mg ethanol/kg/h이나 알코올 남용자나 혈액투석 여부에 따라서
용량이 달라진다. 또는 에탄올을 100~150mg/dL의 혈액 에탄올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20% 에탄올 용액으로 경구로 투여할 수 있다. 그러나 에탄올을 경구로 투여할 경우 정주
에 비해 에탄올의 약동학을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혈중 에탄올 수치를 자주 측정하여 치
료범위에 있는지 확인하면서 용량을 증량 또는 감량 투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초기 부하
용량은 매우 고농도이므로 1시간 동안 투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환자가 에탄올 치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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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딜 수 있도록 20% 정도로 희석하여 비위관을 통해 투여하는 것이 좋다. 에탄올 치료는
혈중 에틸렌글리콜 수치가 20mg/dL 이하이면서 정상 동맥혈 pH이 될 때까지 투여한다.
에탄올은 특히 소아나 영양결핍환자에서 저혈당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10% 에탄올 용액을 말초혈관으로 정주할 경우 매우 고농도이므로 국소적 정맥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중심정맥을 이용하여 투여하는 것이 좋다. 혈액 투석 중에는 에탄올의 용
량을 늘려야 한다.
② 4- 메틸 프라졸(fomepizole)
알코올 탈수소효소의 에틸렌글리콜에 대한 작용을 억제하는 에탄올의 대안인 4-메틸 프
라졸(fomepizole) 최근 미국에서 이용 가능하게 되었다. 4-메틸프라졸(fomepizole)은 독성
이 적고 에탄올보다 투여가 쉽다. 1.5mL 바이알 패키지(농도 = 1g/1mL)로 fomepizole
(Antizol)으로 구입 할 수 있다. 이전까지 fomepizole은 해독제로서 에탄올보다 적게 사용
되었지만 예측 가능한 약물 동력학, 투여의 용이성 및 부작용의 결핍과 관련하여 에탄올보
다 유리한 점 때문에 사용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초기 부하 용량은 15mg/kg(1g 까지)
으로 최소 100mL의 생리 식염수나 5% dextrose에 희석해서 30분 이상에 걸쳐 투여하도
록 한다. 초기 투여와 다음 유지 용량 투여의 간격인 12시간 동안은 검사실 검사로 확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10mg/kg 을 12시간 간격으로 4회 투여 (2일), 이후 에틸
렌글리콜 농도가 20mg/dL 이하가 될 때까지 15mg/kg을 12시간마다 증량해서 투여하도
록 한다. 혈액투석을 시행할 경우에는 fomepizole 과 함께 제거되는 것을 계산하여 횟수를
증가시켜 4시간 마다 투여한다.
보조인자 치료
보조인자 치료로서의 티아민(thiamine)과 피리독신(pyridoxine)의 투여는 에틸렌글리콜
대사에 관여하나 이러한 화합물은 에탄올이나 4-메틸프라졸(fomepizole) 보다 덜 효과적이
다. 알코올리즘 환자나 영양결핍 환자 외에는 이러한 보조인자투여를 고려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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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급실 대응 리스트
(1) 기본 정보
에틸렌글리콜은 대량으로 상업적으로 생산되며 부동액 및 제빙기로 널리 사용된다. 또한,
플라스틱, 필름 및 용매의 합성을 포함한 화학 합성에도 사용된다. 에틸렌글리콜은 자동차
부동액, 유압 브레이크액, 일부 스탬프 패드, 볼펜, 솔벤트, 페인트, 플라스틱 및 태양 에너
지 시스템에 사용되는 잉크를 비롯한 많은 소비재에서 볼 수 있다.
무색, 무취, 약간 점성이 있으며 달콤한 맛의 액체이다. 많은 부동액 제품에는 또한 노란
색 녹색 형광 염료와 우발적인 섭취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쓴 맛의 제품도 있다. 에틸렌글
리콜은 삼산화크롬, 과망간산칼륨, 과산화나트륨, 중크롬산칼륨, 클로로 설폰산, 황산, 과염
소산 및 황화 펜타 설 피드를 비롯한 강력한 산화제 및 산과 반응한다.
상온에서는 잘 증발되지 않으며, 물, 지방성 알코올, 케톤 등과 잘 섞이나 탄화수소에는
잘 섞이지 않는다. 가연성이며 증기압이 낮다. 에틸렌글리콜은 낮은 빙점 및 높은 끓는점
때문에 매우 유용한 산업 화합물이다. 주로 자동차의 라디에이터 부동액으로 사용되며, 해
동용액, 브레이크 용액, 용매로도 사용된다. 에틸렌글리콜-기반 자동차 부동액 및 공항 제
빙 제형-에 방출되는 에틸렌글리콜은 공기, 물 및 토양에서 며칠 이내에 분해되므로 환경
에 지속으로 남아 있지않다. 모니터링 데이터에 따르면 에틸렌글리콜은 배출 지역 근처에서
만 발견된다고 한다. 따라서 에틸렌글리콜이 배출되는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일반 대
중의 이 물질에 대한 노출은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수로 또는 의도적으로 부
동액을 섭취하는 것은 가장 심각한 노출 경로로 매년 많은 건의 중독 사고가 보고되고 있
다. 에틸렌글리콜 함유 부동액의 섭취는 잠재적인 어린이 노출 경로다. 부동액 제형의 밝은
색상과 에틸렌글리콜의 단맛에 어린이들이 이 물질의 중독에 자주 노출되게 된다. 성인이
개방된 부동 용기를 내버려 두면 어린이가 섭취로 인한 노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다.
에틸렌글리콜은 위장관을 통해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흡수되지만, 피부 흡수는 사람에서는
천천히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음독하였을 경우 중추신경계 저하, 대사성 산증,
심혈관계 허탈, 급성신부전 등을 일으킬 수 있다.
독성 약물학
에틸렌글리콜은 위장관을 통해 흡수가 빨리 일어나지만, 피부나 호흡기를 통해서는 매우
적은 양이 흡수된다. 에틸렌글리콜은 섭취한 지 30분 이내 흡수가 되어 1~4시간 이내에 최
고 혈장농도를 나타낸다. 상온에서는 잘 증발되지 않으므로 호흡기를 통한 흡수는 잘 알려
져 있지 않다. 에틸렌글리콜은 수용성으로 비교적 빠르게 온몸으로 분포된다. 단백질과 결
합하지 않으며, 분포용적은 0.5~0.8L/kg이다. 흡수된 에틸렌글리콜의 80%가 간에서 대사
되며, 약 20%가 신장에서 대사되지 않은 상태로 배출되며, glyoxylate, hippuric acid,
calcium oxalate 등이 소변으로 배출된다. 에틸렌글리콜의 반감기는 2.5~3.0 시간이지만
혈중 에탄올 농도가 100mg/dL일 때 에틸렌글리콜의 반감기는 17시간 정도로 늘어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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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fomepizole 치료시에는 반감기가 20시간 정도로 길어지게 된다.

표 1. (Ethylene Glycol의 metabolism)
독성의 기전
에틸렌글리콜은 위장관 자극제이며, 장 점막에 있는 calcium oxalate가 침착하여 위장관
에 자극을 유발하기도 한다. 에틸렌글리콜을 음독하고 취하게 되는 것은 대사되기 전 에틸
렌글리콜의 영향이지만 에틸렌글리콜의 반감기는 3시간 정도이므로 지속적인 중추신경계
기능 저하나 혼수상태는 대사성 산증, 전해질 불균형 등으로 인한 대사성 뇌병증이나 뇌부
종에 의해 발생하게 된다. 심한 대사성 산증과 저칼슘혈증으로 경련이 발생할 수 있다. 심
한 에틸렌글리콜 중독 시 가역적인 핍뇨성 또는 무뇨성 신부전이 흔히 발생하게 되며, 이
는 calcium oxalate crystal 이 근위세뇨관에 침착되기 때문이다. 에틸렌글리콜 중독으로
사망한 환자의 심근에서 calcium oxalate crystal이 발견되었지만, 이것이 심장 기능에 어
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알려져 있지않다. 저칼슘혈증이 부정맥의 발생과 감소수축력
(negative inotropic)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심한 산증이 심근 기능을 저하시키기도 한
다. 음이온 증가 대사성 산증은 glycolic acid와 lactic acid에 의해 나타나며, 저칼슘혈증
은 칼슘과 oxalate 대사산물과 결합하여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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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출의 경로
흡입
화학 물질의 낮은 휘발성 때문에 실온에서 에틸렌글리콜의 독성 흡입은 일어나지

않지

만 액체가 가열, 교반 또는 분무될 때 발생할 수 있다. 에틸렌글리콜은 무취이므로 냄새는
위험한 농도를 경고하지 않는다. 에틸렌글리콜 증기는 공기보다 가볍다. 성인과 동일한 수
준의 에틸렌글리콜에 노출 된 어린이는 폐 표면적이 더 크기

때문에 체중 내 비율이 증가

하고 분량이 증가한다.
피부 / 눈 접촉
에틸렌글리콜은 점막이나 피부를 가볍게 자극하며 천천히 피부에 흡수된다.
음식물 섭취
에틸렌글리콜은 섭취 후 급속하게 흡수되며, 이는 노출의 주된 경로다. 에틸렌글리콜의
섭취는 중추신경계의 영향으로 시작하여 심폐 기능 및 마지막으로 신장기능부전으로 이어
지는 전신 독성을 유발한다.
(3) 인체에 미치는 영향
에틸렌글리콜은 피부 및 점막에 약간 자극적이며 피부 또는 흡입을 통해서는 잘 흡수되
지 않는다. 에틸렌글리콜 섭취로 메스꺼움, 구토, 복부 경련이 동반될 수 있고 중추신경계
에는 우울증을 유발한다는 보고가 있다. 다량의 에틸렌글리콜의 대사산물은 심각한 대사성
산증을 일으키고 뇌, 심장 및 신장에 손상을 일으킨다. 심각한 중독은 치료가 부적절하거나
지연될 경우 치명적일 수도 있다.
급성 노출
에틸렌글리콜은 탈수제이며 장시간 접촉 후 피부와 점막에 약간 자극적이다. 섭취하면 빠
르게 흡수된다(1~4시간 이내). 20% 미만은 대사되지 않은 상태로 배설된다. 대부분은 연속
적으로 매우 독성이 강한 화합물로 대사된다. 독성효과의 특징적인 진행은 3단계로 크게
나눌 수 있지만, 단계별 중복이 가능하다.
1 단계 (중추신경계 – 음독 후 30분에서 12시간 사이)
첫 수 시간 동안은 마치 알코올을 섭취했을 때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난다. 술 냄새는 나
지 않으며 에틸렌글리콜의 자체의 영향으로 발생한다. 에틸렌글리콜이 대사됨에 따라 혼돈,
실조증, 환각 증상, 어눌한 말투, 경련, 혼수 등이 나타나며, 에틸렌글리콜의 대사산물의 혈
중농도가 최고점에 이르는 음독 후 6~12시간에 가장 심하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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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계 (심혈관, 호흡기계 – 음독 후 12시간에서 48시간 사이)
이 시기에 에틸렌글리콜의 대사산물은 보상성 과환기와 함께 심한 대사성 산증을 유발할
수 있다. 산성 증은 일차적으로 글리콜산, 옥살산 및 젖산이 일부 기여 하지만 글리콜산이
증가한 결과이다. 칼슘 옥살레이트 결정체는 뇌, 폐, 신장 및 심장에 축적될 수 있다. 혈압
상승, 빈맥, 심부전과 같은 심혈관계 증상이 나타나게 되며 폐렴, 폐부종, 급성호흡부전 등
이 발생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사망은 이 시기에 일어난다.
3 단계 (신장계 – 음독 후 24~72시간 사이)
이 시기에 신장에서 에틸렌글리콜 대사산물의 직접적인 독성효과가 급성신부전을 일으킬
수 있다. 신부전은 음독 후 24~72시간에 나타나기도 하나 그 이전에 발생하기도 한다. 핍
뇨를 동반한 측부통, calcium oxaluria, 무뇨증이 특징적이며, 핍뇨 또는 무뇨성 신부전은
매우 심한 중독을 나타낸다. 대개 영구적인 신부전은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장기간의
투석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밖에 QT 연장을 동반한 저칼슘혈증, myoclonus, tetany, 전
신성 경련 등이 발생할 수 있다. 횡문근 융해증, 폐부종 등도 이 시기에 나타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어린이들은 성인과 같은 방식으로 화학 물질에 항상 반응하지는 않으며 어린
이들은 중독 환자 치료 및 관리를 위한 다른 프로토콜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중추 신경계
대사되지 않은 에틸렌글리콜은 에탄올과 같은 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 증상은 현기증, 운
동 장애, 방향 감각 상실, 자극, 불안, 안진증, 두통, 흐려진 말투 및 졸음을 포함한다. 심
한 중독은 경련, 혼수상태와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뇌혈관의 벽에 칼슘 옥살산염 결정
의 퇴적물이 뇌부종 및 중추신경계 독성의 원인이 된다.
신장
신장 독성은 에틸렌글리콜 흡수의 중요한 결과이다. 급성 세포 사멸과 신부전은 수산기,
글리옥실산 및 글리콜산의 직접적인 세포 독성 작용의 결과로 또는 신장 세관에서 칼슘 옥
살산염 결정의 침전으로 인해 24시간에서 72시간 이내에 발생할 수 있다. 국소 관상 퇴행,
위축 및 관상간질 염증도 관찰되었다. 신장 손상은 치료하지 않으면 급성신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장기간의 혈액 투석을 필요로 할 수 있다. 그 결과로 인한 고칼륨혈증은 생명을
위협하는 심장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다.
신진대사
삼투압차(osmolar gap)은 섭취 후 일찍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은 대사되지 않은
(unmetabolized) 에틸렌글리콜을 나타낸다. 글리콜산, 글리옥실산 및 옥살산에 대한 대사
가 일어나면서 음이온 갭(anion gap)이 높은 심각한 대사성 산증이 발생한다. 산성 대사
물질의 지속적인 생성 때문에 대량의 중탄산나트륨을 투여할 수 있다. 칼슘 옥살산염 침전
의 결과로 저칼슘혈증 및 테타
니(tetany)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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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
매우 높은 수준의 흡입 된 에틸렌글리콜 증기는 상부 호흡 기관을 자극할 수 있다.
80ppm보다 높으면 호흡기에 불편함과 기침을 견딜 수 없게 된다. 에틸렌글리콜의 중추신
경계 효과는 호흡 저하를 유발할 수 있으며 대사성 산증은 호흡곤란 및 호흡성 알칼리증을
유발할 수 있다. 섭취 후 에틸렌글리콜을 흡인하면 폐부종이 발생할 수 있다. 어린이는 kg
당 환기량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노출되었을 때 즉시 대피하지 못해 가스노출에 더욱 취
약할 수 있다.
심혈관계
에틸렌글리콜로 인한 심혈관 질환에는 빈맥, 부정맥, 울혈성 심부전, 고혈압 또는 저혈압
등이 있다. 신장 독성으로 인한 고칼륨혈증은 생명을 위협하는 심장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다.
위장관계
메스꺼움과 구토는 중독의 초기 단계에 존재할 수 있다.
피부
에틸렌글리콜로 인한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의 몇 가지 사례가 보고되었지만, 피부에는 약
간의 자극을 일으킨다.
접안렌즈
에틸렌글리콜과 접촉 후 경미한 눈 자극이 발생할 수 있다.
잠재적인 후유증
신장 기능부전은 급성 섭취 후 24시간에서 72시간 사이에 발생할 수 있으며 혈액 투석을
필요로 할 수 있다. 신장 기능의 손실은 영구적 일 수 있다. 급성 중독 후 1주일이 지나서
뇌신경 마비(안면 마비, 난청, 시각 장애) 또는 말초 신경 병증이 드물게 보고된다.
만성 노출
만성적으로 에틸렌글리콜에 노출된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부작용에 관한 보고는 드물다.
목의 자극, 가벼운 두통, 낮은 통증, 의식 상실 및 안진증이 보고되었다. 이러한 증상은 노
출이 중단되면 해결된다.
발암성
미국 보건 복지부(DHHS), 국제 암 연구소(IARC) 및 EPA는 발암 가능성에 대해

에틸렌

글리콜을 분류하지 않았다. 사람과 동물에 대한 연구는 에틸렌글리콜의 노출과 암 발병 사
이의 연관성을 밝히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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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식 및 발달 효과
에틸렌글리콜은 널리 알려진 생식 및 발달 결과로 인해 우려되는 30가지 화학물질을 열
거한

1991

회계연도

보고서(GAO)에서

발행된

Reproductive

and

Developmental

Toxicants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에틸렌글리콜 노출에 대한 일부 실험동물 연구에 의하면
기형성, 특히 craniofacial 및 neural tube closure 결함과 골형성 이상이 나타났다는 보
고가 있다.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까지 발달 된 연구가 없다.
(4) 병원 전 관리
에틸렌글리콜 액체 또는 증기에 노출된 사람은 구조대원에게 2차 오염의 유의한 위험을
제기하지 않는다. 에틸렌글리콜은 에탄올과 유사한 중추신경계 억제제이다. 이의 대사산물
은 독성이 강하고 심한 대사성 산증, 뇌부종, 심장혈관 붕괴, 급성신부전 및 사망을 유발할
수 있다. 시기적절한 치료는 효과적이며 지지 치료, 혈액 투석 및 특정 해독제 투여로 구성
된다.
핫 존(Hot Zone)
핫 존(Hot Zone)에 들어가기 전에 구조대원을 훈련 시키고 적절히 착용해야 한다. 적절
한 장비를 사용할 수 없거나 구조대원의 훈련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지역의 적절하게 준
비된 대응 조직에 도움을 요청한다.
호흡기 보호
에틸렌글리콜은 약한 호흡기 자극제이다. 그것은 폐나 피부를 통해 잘 흡수되지 않는다.
호흡 할 수 있는 농도의 에틸렌글리콜은 액체가 가열되거나(예: 화재 시) 또는 에어로졸 처
리될 때만 중요하다. 이 경우에는 양압의 자급식 호흡기(SCBA)를 권장한다.
피부 보호
에틸렌글리콜(증기 또는 액체 여부는 중요하지 않음)이 피부에 약간의 자극을 주며 천천
히 피부를 통해 흡수되기 때문에 화학 보호복은 일반적으로 필요하지 않다.
노출 피해자 이동
희생자가 걸을 수 있다면 핫 존에서 오염 제거 구역으로 이동한다. 걸을 수 없는 노출 피
해자는 등판이나 들것으로 이동시킨다. 어린 아이의 경우 부모 또는 다른 성인과 분리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분리 불안을 줄이기 위한 조치와 같은 적절한 관리를 고려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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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제거 구역
피부 또는 눈 자극이 없는 에틸렌글리콜 증기에만 노출된 환자는 오염제거를 받을 필요
가 없다. 이 개인은 지원 지역으로 즉시 옮길 수 있다. 다른 것들은 오염제거를 받을 수 있
지만 심하게 노출된 희생자는 섭취가 주요 독성 노출 경로이므로 외부 오염제거만 있으면
된다.
구조대원 보호
에틸렌글리콜은 섭취 시에만 전신 독성 물질로 작용한다. 구조대원은 특별한 예방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
기본 오염제거
오염된 의복 및 개인 소지품을 신속하게 제거하고 이중으로 봉한다. 가벼운 비누와 물로
노출된 피부와 머리카락을 씻는다(가능한 한 샤워 할 것). 물로 철저히 헹군다. 어린이 또
는 노인을 오염제거 할 때 저체온증에 주의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담요 또는 따뜻한 도구
를 사용하도록 한다. 노출 눈을 보통의 물 또는 생리식염수로 적어도 15분 동안 씻어낸다.
눈에 추가적인 외상없이 쉽게 제거할 수 있다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는 것이 좋다. 통증이
나 부상이 분명하다면 피해자를 지원구역으로 이송하는 동안 세척(irrigation)을 계속 시행
한다. 많은 양의 에틸렌글리콜을 섭취하고 섭취한 시간이 1시간 미만의 경우 Levin tube를
삽관하고 흡인을 고려할 수 있다. 조기 치료는 에틸렌글리콜의 흡수를 줄이고 이후 독성이
강한 대사산물의 생산을 줄이는데 중요하다. 활성탄은 에틸렌글리콜을 잘 흡수하지 않지만
여러 화학물질 섭취가 의심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활성탄은 1g/kg(일반적인 성인 용
량 60~90g, 어린이 용량 25~50g)으로 투여한다. 노출 현장에서 화학적으로 오염 된 어린이
는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특히 부모로부터 분리가 발생하는 경우, 오염 제거 중에
어린이를 안심시키고 가능하면 아동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다.
(5) 병원 및 지원 영역으로의 이동
지원구역으로 이전
기본적인 오염제거가 완료되면 노출 피해자를 지원구역으로 이동시킨다.
지원구역
노출 피해자는 일반적으로 구조대원에게 2차 오염의 심각한 위험을 제기하지 않는다. 따
라서 지원구역의 직원은 특수 보호 장비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한 경우 산소를 보충하고
정맥 주사를 확보한다. 심장 모니터를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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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오염 제거
계속해서 노출된 피부와 눈을 세척(irrigation)한다. 최근 섭취(1시간 미만)의 경우, Levin
tube를 삽관하고 흡인을 고려한다(환자가 이미 오염제거 구역에서 Levin tube를 삽관하고
흡인을 받지 않은 경우). 조기 치료는 에틸렌글리콜의 흡수를 줄이고 이후 독성이 강한 대
사산물의 생산을 줄이는데 중요하다. 활성탄은 에틸렌글리콜을 잘 흡수하지 못하지만, 여러
화학물질 섭취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활성탄은 1g/kg(일반적인 성인 용량
60~90g, 어린이 용량 25~50g)으로 투여한다.
고급 전문적 치료
호흡기가 손상된 경우 기관 내 삽관을 통해 기도를 확보하고 호흡 기능을 보호한다. 가능
하지 않은 경우 장비가 갖추어져 있다면 윤상갑상연골절개술을 수행한다. 혼수상태, 저혈
압, 발작 또는 심장 부정맥이 있는 환자는 ALS (Advanced Life Support) 프로토콜에 따
라 치료한다.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오염제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 환자는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수신 의료기관에 환자
의 상태, 병원 전 치료 및 의료시설 도착 예정 시간을 보고한다. 에틸렌글리콜을 함유한 구
토물은 화학물질 안전 예방 조치가 필요치 않다.
다자간 Triage
여러 명의 노출 환자를 선별하는 것에 관해서는 해당 지역의 전문 의사 또는 지역 독극
물 통제 센터에 문의한다. 에틸렌글리콜의 섭취를 암시하는 증거가 있는 환자는 평가를 위
해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되어야 한다. 증상이 없더라도 에틸렌글리콜의 맛이나 한 모
금 이상을 섭취 한 모든 환자는 적절한 실험실 연구가 수행될 수 있는 병원에서 평가를 받
아야 한다. 치료가 지연되면 신체 기관에 더 심각한 독성 및 잠재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사소한 노출을 시사하고 에틸렌글리콜 독성 증상이 없는 환자는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록 한 후 현장에서 퇴원할 수 있다. 퇴원 한 사람들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권고한다.
(6) 응급실 진료 후 환자 배치와 추적 검사 및 보고
검사실 소견
에틸렌글리콜 중독의 확진을 위해서는 약물 수치를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나 대부분의 병
원에서는 즉시 수치를 측정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며, 에틸렌글리콜의 혈중 농도와 중독 정도
는 큰 관련이 적다는 보고가 있어 임상적 또는 검사 소견 등이 에틸렌글리콜 중독 치료의
지침이 된다. 에틸렌글리콜 중독이 있거나 의심되는 모든 환자에서 혈당, 혈청 전해질,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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슘, BUN, 크레아티닌, 에틸렌글리콜 및 에탄올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혈액 검사를 수행한
다. 동맥혈 가스분석(ABGA)과 혈장 삼투압도 측정해야 한다. 이러한 시험은 독성 영향의
진행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 반복되어야 한다. 예상 값은 에틸렌글리콜
섭취 후 경과 시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실험실 검사결과를 해석 할 때 이를 고려해야 한
다. 정상적인 음이온 차와 삼투압 차이라도 에틸렌글리콜 중독을 배제하지 못한다. 상승된
음이온(anion gap)과 삼투압 갭(osmolar gap) 환자에서 메탄올 수치를 측정해야 한다. 음
이온 및 삼투압 갭을 증가시킬 수 있는 다른 조건은 메탄올 중독 및 당뇨병 케톤 산증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혈청 에틸렌글리콜 농도가 50mg/dL 이상이면 중대한 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성 동력학은 잘 알려져 있지않지만, 독성 대사산물
로의 분해가 진행되면 충분한 혈청 에틸렌글리콜 농도가 50mg/dL 미만일 때도 심각한 독
성이 나타날 수 있다. 호흡 곤란 환자에게는 흉부 X-RAY 촬영 및 맥박 산소 측정, 동맥혈
가스분석(ABGA)을 권장한다. 저칼륨 혈증의 징후인 QT 연장을 찾으려면 심장 모니터를 배
치한다. 내원 시 약 50%의 환자에서 calcium oxalate crystal이 소변에서 발견되나 에틸
렌글리콜 음독 후 초기 수 시간 동안은 검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복적인 소변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저칼슘혈증과 소변에서 calcium oxalate crystal이 검출되면 에틸렌글리콜
의 중독을 의심해야 한다. 소변의 우드(UV) 램프 테스트는 자동차용 부동액에 일반적으로
착색제로 첨가되는 형광 화합물인 플루오레세인을 검출한다. 뇨 형광검사가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이런 것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서 에틸렌글리콜 중독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만약 소변에서 calcium oxalate crystal이 검출되고 1시간 후에 다시 검출된다면 바로
ADH 억제제 치료나 혈액 투석을 시작해야 한다. 무뇨 환자에서 소변을 채취하기 힘들 경
우 생리식염수 50~100cc를 방광 관주한 후 샘플을 채취하여 원심분리하면 검사가 가능하
다.
환자 평가 및 후속 조치
에틸렌글리콜 중독 환자는 지체없이 평가하고 치료해야 한다. 증상이 없거나 가벼운 환자
일지라도 심각한 섭취가 의심되는 경우 적절한 혈액 및 소변 사를 받아야 한다. 에탄올 주
입, 4-메틸프라졸(fomepizole) 또는 혈액투석을 요하는 환자는 중환자실에 입원해야 한다.
지연 효과
신장에 대한 영향은 24시간에서 72시간 후에 나타날 수 있다. 만약 급성신부전을 일으키
면 혈액 투석 치료가 필요하다.
환자 퇴원
심각한 노출을 암시하는 병력이 없고 에틸렌글리콜 중독의 증상이나 검사 소견상 이상이
없는 환자는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고지침을 받고 퇴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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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물질 정보시트
※ 이 유인물은 에틸렌글리콜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 및 후속조치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에틸렌글리콜이란 무엇입니까?
무색의 무색 액체

에틸렌글리콜은 물을 흡수하는 합성 액체 물질로 무색, 무취이

소비재에 사용됨

지만 달콤한 맛이 난다.
에틸렌글리콜은 자동차, 비행기 및 보트용 부동액 및 제빙 솔루
션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
에틸렌글리콜을 함유한 소비 제품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부동액

•

유압 브레이크 오일

•

스탬프 패드, 볼펜 및 인쇄 상점에서 사용되는 잉크

공기, 물 및 토양으로

환경에서 에틸렌글리콜의 주요 공급원은 활주로와 비행기의 제

방출

빙제에 사용되는 공항에서의 유출로 인한 것이다. 또한, 이를 함

신속하게 세분화

유한 제품의 폐기를 통해 환경에 유입될 수 있다.
공기 : 공기 중의 에틸렌글리콜은 약 10일 후에 분해된다.
물과 토양 : 물과 토양의 에틸렌글리콜은 며칠에서 몇 주 안에
분해된다.

2. 에틸렌글리콜 노출시 즉시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의 영향은 무엇입니까?
부동액

자동차 부동액을 사용할 때 일반인은 피부 접촉을 통해 에틸렌글리
콜에 노출될 수 있다. 부동액은 감미롭고 시원하고 밝은 액체이기

공기, 물, 토양

때문에 우발적이거나 의도적으로 섭취할 수 있다.
대기, 지표수, 지하수, 식수, 토양 및 침전물에서 에틸렌글리콜의
배경 농도는 보고되지 않았다. 공기, 물 또는 토양에서 에틸렌글리

작업장 공기

콜에 노출되는 것은 예상되지 않는다.
에틸렌글리콜을 사용하는 산업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용제, 부
동액이 물질을 함유하는 공급 원료와 접촉하는 제품에 노출될 수
있다. 또한, 작업자는 공기 중에 뿌려진 비행기 제빙 솔루션과 같
은 에틸렌글리콜 함유 제품으로부터 낮은 수준에 노출될 수 있다.

3. 에틸렌글리콜 노출에 의한 증상은 치료될 수 있습니까?
섭취, 흡입 또는

섭취된 에틸렌글리콜은 빠르게 다량으로 흡수된다. 흡입된 에틸렌

피부 접촉 후 신체

글리콜은 신체장기로 흡수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몇 가지 정보가 있

진입

다. 또한, 피부에 직접 닿아 씻어내지 않으면 천천히 피부를 통해
혈류로 들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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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1~2

몸에 들어간 후에는 대부분의 에틸렌글리콜이 다른 독성 화학 물질

일 이내에 분해

로 분해되고 일부는 변하지 않는다. 에틸렌글리콜과 그 분해 생성

되거나 제거된다.

물은 소변으로 신체에서 제거된다.

4. 향후 장기간 건강상의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아주 소량은 건강에 영향 에틸렌글리콜을 시음하거나 다르게 우연히 먹을 수 있는 매
을 미치지 않는다.

우 적은 양의 에틸렌글리콜이 있으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예: 부동액에 젖은 상태에서 손가락을 입에
넣은 경우). 에틸렌글리콜의 대량 섭취로 의도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섭취하면 심각한 질병이나 사망을 초래할 수

많은 양은 신장, 신경계

있다.
에틸렌글리콜이 체내에서 분해되면 결정화된 화학물질이 형

및 심장에 손상을 줄 수

성되고 칼슘 옥살레이트결정체가 신장에 모여 신장 기능에

있다.

영향을 줄 수 있다. 에틸렌글리콜은 또한 몸에 산성 화학물
질을 형성하여 신체의 산/염기 균형을 변화시키고 신경계,

폐 및 심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조기 치료로 손상을 예방 조기 진단과 치료는 다량의 에틸렌글리콜을 마시는 사람들에
할 수 있다.

게 매우 성공적이다.

5. 에틸렌글리콜에 노출된 사람에게 어떤 검사를 할 수 있습니까?
어린이는 성인과 비슷한

실수로 또는 의도적으로 에틸렌글리콜을 마셔서 중독된 어

효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린이의 임상 결과는 어린이가 성인과 동일한 건강상 영향을

있다.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낸다. 아직까지 아이들이 에틸렌
글리콜의 영향에 대한 감수성이 성인과 다른지의 여부는 밝

출생 결함

혀지지 않았다.
에틸렌글리콜이 사람들에게 선천적 결함을 일으키는지 여부
는 알 수 없다. 임신기간 동안 다량의 에틸렌글리콜을 섭취
한 신생아에서 골격 결함과 저체중아가 발생했다는 보고는

수유부 노출

있다.
에틸렌글리콜이 모유에 축적 될 수 있는지 여부는 아직까지
알려진 바 없다.

6. 어떻게 에틸렌글리콜에 노출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까?
조심성 있는 취급 및 보 부동액 제품은 주의해서 사용해야 하며 어린이의 손이 닿지
관으로 부동액 섭취를 피 않는 곳에 보관한다. 부동액 병을 아이들이 접근할 수 있는
한다.

땅 위 또는 근처에 두어서는 안 된다.
부동액은 컵 또는 청량 음료병과 같은 원래 용기 이외의 다
른 곳에 보관해서는 안 된다. 부동액 용기에는 어린이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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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이 있어야하며, 음식물로부터 멀리 보관하고 올바르게 표
시해야 한다.
부동액이 섭취되면 의학 에틸렌글리콜 중독은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지만, 중상을
적 조언을 구한다.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기 진단이 필요하다. 부동액 섭취가 알
려졌거나 의심되는 경우 의학적 주의를 가능한 한 빨리 찾

에틸렌글리콜을

아야 한다.
함유한 부동액 및 에틸렌글리콜을 함유 한 다른 소비 제품을 사용

제품에 대한 피부 노출을 할 때 피부 접촉을 최소화한다. 아이들이 에틸렌글리콜 웅덩
제한한다.

이에서 노는 것을 막기 위해 바닥에 흘리거나 흘리는 부동
액을 피한다.

7. 에틸렌글리콜 중독 여부를 결정하는 의학적 검사가 있습니까?
혈액 및 소변 분석

에틸렌글리콜 및 그 효과는 혈액 및 소변에서 측정할 수 있
다. 대사산물은 혈액 및 소변에서 특징적인 화학적 변화를
일으켜 에틸렌글리콜 중독을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에틸
렌글리콜은 인체에서 매우 빠르게 분해되고 효과적인 치료
를 위해 조기 진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노출 후 몇 시간 내
에 이러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소변에 칼슘 옥살레이트 결
정체가 있으면 신장 손상을 나타낼 수 있다.

8. 에틸렌글리콜 중독을 치료할 수 있습니까?
다량의 에틸렌글리콜을 삼킨 사람은 입원해야 한다. 심한 노출에서 특별한 해독제와 혈
액 투석이 필요할 수 있다. 삼키는 데 3시간 이내에 시작하면 치료는 일반적으로 성공하
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치료 후 완전히 회복한다.
9. 에틸렌글리콜 중독은 향후 인체 건강에 영향이 있습니까?
섭취로 인한 심각한 노출이 치료되지 않으면 신장 손상이 가장 흔한 영향이다.
10. 에틸렌글리콜이 암에 걸릴 확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보건 복지부(DHHS), 국제 암 연구소(IARC) 및 EPA는 에틸렌글리콜을 발암성으로 분류
하지 않았다. 에틸렌글리콜을 사용한 사람들에 대한 연구결과는 그것이 발암 효과를 나
타내지 않았다는 점이다. 동물 실험에서도 에틸렌글리콜이 발암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11. 신경 작용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하거나 유해가스노출 환경보건
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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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환자 후속지침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고, 다음 진료예약 확인 및 표기된 지침을 따르십시오.
24시간 이내에 특이증상 또는 징후가 발현되는 경우 응급실 또는 예약의사에게 전화문의
바랍니다.

※ 특히 아래의 증상인 경우 :
▶ 침 흘림 또는 삼킴 곤란
▶ 복통 또는 구토
▶ 기침, 쌕쌕거리는 숨소리 또는 쉰 목소리
▶ 호흡곤란, 짧은 호흡 또는 흉통
▶ 노출된 눈에서 통증이나 분비물이 증가하는 경우
▶ 피부 화상 부위에 발진이나 통증의 증가 또는 화농성 분비물이 발생하는 경우
[ ] 위에 기술된 증상이 발현되지 않는다면 추후 진료예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 필요시 전화문의 약속, 예약 의사 :
☞ 의사에게 전화문의 시(

전화번호 :
)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

) 일 재진 예약

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십시오.
[ ] 추후 추적검사 및 진료를 위한 진료예약
(

) 응급실 / 클리닉, (

)월/(

)일, AM/PM

(

)

[ ] 1~2일은 격렬한 신체 활동을 하지 마세요.
[ ] 운전 및 기계 작동을 포함한 일상적인 활동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

(

) 일 동안은 업무에 복귀하지 마십시오.

[ ] 당신은 조건부로 업무에 복귀 가능합니다. 아래의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

] 적어도 72시간 이상 담배 연기에 노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담배 연기가 폐의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음.

[

] 적어도 24시간 이상 술을 마셔서는 안 됩니다; 술이 위장 및 다른 손상 부위를 악화시
키거나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음.

[ ] 다음과 같은 약물은 복용하지 마십시오 :
[ ] 기존에 처방받은 다음의 약물들은 계속해서 복용 가능합니다. :
다음과 같은 인터넷 웹 사이트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 안전관리정보시스템”나 “유해가
스노출 환경보건센터”에서 화학물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환자 서명 :

날짜 :

의사 서명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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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산화황
1)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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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급실 처치 매뉴얼
1. 이산화황은 황과 산소의 화합물로서 황이 연소할 때 발생하는 기체이다. 아황산가스 또
는 아황산무수물이라고도 한다. 색깔이 없으며 강하고 자극적인 냄새가 나는 유독성 기
체로 0.3~1 ppm에서도 냄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액화된 압축가스의 형태로 보관
및 운반하며 가스 자체는 비인화성이나 압축된 액체는 화염에 의하여 폭발할 수 있다.
2. 황산 생산을 위한 중간체, 히드로아황산염의 제조, 펄프 및 종이, 음식 및 농업(주로 옥
수수 시럽 및 기타 설탕 공정, 과일, 채소, 와인, 맥주의 보존), 물과 폐기물의 처리, 금
속과 광석의 정제(as a sulfide depressant in flotation); 원유 회수 및 정제(부식을 지
연하는 탈산소제); 오일의 술폰화; 환원제; 산화방지제, 포도 수확 후 방부제, 곰팡이 방
지제로 쓰인다.
■ SO2
●분자량 : 64.06
●상온(20℃)에서 상태 : 무색 혹은 갈색 액체
●어는점/끓는점 : -99.4℃/-10℃
●밀도 1.46
●비가연성
●PEL(permissible exposure limit:노출제한농도) = 5 ppm (8시간 근무 기준)
●IDLH (immediately dangerous to life or health : 즉각적인 인체 위해 농도) = 100
ppm
●AIHA ERPG-2 (maximum airborne concentration below which it is believed that
nearly all persons could be exposed for up to 1 hour without experiencing or
developing irreversible or other serious health effects or symptoms that could
impair their abilities to take protective action: 대부분의 사람이 한 시간 동안 노출
되어도 회복 능력이상의 심각한 증상이나 유해효과 또는 비가역적인 건강상의 문제를 초
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대기 중 최고 농도 ) = 3 ppm
3. 급성 노출 시 피부, 눈, 점막의 액체 녹아서 황산을 형성하여 자극성 효과를 나타낸다.
흡입된 이산화황은 혈액을 통하여 간에서 대사되고 소변으로 배출된다.
- 호흡기 노출 시 자극성으로 재채기, 인후통, 천명, 호흡곤란, 가슴 압박 및 답답한 증상
을 초래하며 후두 연축 및 부종을 초래하여 기도 폐색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기관지
연축, 간질성 폐렴 및 폐부종 등을 초래한다. 음식에 함유된 이산화황으로 인하여 과민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다. 소아는 성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기도가 좁고 분당 환기량
이 적어 더욱 취약하다.
- 강한 피부 자극제로 통증, 발적, 수포 등을 초래하며 점막 자극이 더 심한 증상을 초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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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압축가스나 액화가스에 노출이 되면 동상을 초래할 수 있다. 소아는 상대적으로 체표
면적이 넓어서 피부 자극에 더욱 취약하다.
- 눈 노출 시 화학 결막염이나 각막 화상을 초래할 수 있다.
- 소화기 노출 시 중등도 ~ 고농도 흡인 노출 이후에 구역, 구토 및 복통을 유발하는 것으
로 보고되었다.
- 후유증으로는 고농도 노출 시 폐섬유화, 만성 기관지염 및 화학성 기관지폐렴 등을 초래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기저 만성 폐질환이 있는 환자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다. 드물
게 기저 호흡기질환 없이 반응성 기도 부전 (Reactive Airways Dysfunction Syndrom
e(RADS))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4. 만성 노출 시 후각의 변화, 호흡기 감염에 취약해지고 만성 기관지염 등의 위험이 증가
하며 폐기능 저하는 가속화 시킬 수 있다. 만성 노출은 기대여명이 높은 소아 환자에서
더 심각할 수 있다.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IARC)에서는 이
산화황을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지 않으며 알려진 생식 및 발생학적 독성 증거는 없다.
유전 독성 관련하여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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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급실 대응 리스트
(1) 기본 정보
제1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군이 벨기에 이프르 부근의 전선에서 처음으로 독가스로 사용
했다. 황화 다이클로로-에틸(2,2’-dichloroethyl); 황 겨자(sulfur mustards)이라고도 하며
겨자(머스터드) 냄새가 나므로 머스터드 가스라는 별명이 붙었다. 그러나 이름과는 다르게
실제적으로는 기체가 아니다. 화학식은 (C2H4Cl)2S이며 순수한 것은 색이 없고 냄새도 없고
점성이 있는 액체이다. 황 겨자는 "겨자가스, 겨자 에이전트," 나 군대 내 화학용어로 H,
HD 및 HT로 알려져 있다.
황 겨자가스는 화학 무기의 일종이며 강한 발포제(vesicants)이며 알칼화(alkylating) 속
성을 가지고 있고 기포 생성 물질로 더 잘 알려져 있다.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을 때는 무
색이지만, 일반적으로는 노란색과 갈색 중간 정도의 색깔로 약한 마늘 또는 겨자 냄새가
난다. 기체나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겨자가스는 눈, 피부, 점막 등을 통해 인체에 흡수된
다. 겨자가스는 피부, 눈, 호흡기에 손상을 준다. 피부에 접촉했을 때, 가려움 또는 그을린
깊은 물집이 생기며 눈에는 각막궤양과 눈꺼풀 처짐, 결막염과 시각 장애로 이어질 수 있
다. 동공 축소는 겨자 황의 콜린 자극제 활동의 결과이다. 매우 높은 농도를 흡입하게 되면
호흡기계 점막 손상과 함께 폐부종 출혈을 유발한다. 체표면적 50% 이상 노출되면 보통
치명적이다. 또한, 골수 억제와 신경독성 및 위장 독성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 물질과 접촉
하게 되면 강하게 돌연변이를 일으키고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다. 보통 통증을 동반한 다른
임상 증상들이 나타나기까지 1시간에서 24시간까지 걸린다. 아직까지 겨자가스 독성을 해
독할 물질은 없다. 수분 내에 노출가능 지역의 오염을 제거하는 것이 인체조직의 손상을
줄이는데 효과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2) 노출의 경로
흡입
흡입에 의해 호흡기계로 흡수되며 황 겨자의 냄새 자체가 노출 감지의 적절한 경고 메시
지를 제공하지 않는다. LCt50(흡입 노출 인구의 50 %에 치명적인 농도 대 시간의 곱)은 약
1,500mg/m3이다. 증기는 공기보다 무거워서 지면 아래로 가라앉게 된다.

피부 / 눈 접촉
겨자 증기와 액체가 눈, 피부, 점막을 통해 흡수된다. 임상 효과는 노출 후 수 시간까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피부와 눈에 화상을 입을 수 있다. 황 겨자 증기와 황 겨자 액체에
피부와 눈이 노출되면 전신 독성을 일으킬 수 있다. 치명적인 용량은 약 100mg/kg 또는
액체의 1~1.5 작은 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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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섭취
노출된 음식물을 섭취했을 때 전신 흡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3) 건강 효과
황 겨자는 발포제(vesicants) 및 알킬화제(alkylating agent)이다; 그러나, 생화학적 메커
니즘은 명확하게 아직까지 설명되지 않고 있다. 그들은 반응성 단백질, DNA, 또는 다른 분
자들과 빠르게 결합한다. 황 겨자는 무스카린과 니코틴 모두의 수용체를 자극, 콜린성 활성
을 갖는다. 임상 증상의 발병은 발병의 시간 노출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황 겨자에 노출
사망률은 (1차 세계대전 동안 2~3%) 낮다. 사망은 일반적으로 면역 체계 손상에 감염에 의
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폐 기능 부전에 의한 사망률이 높다.

눈
눈은 황 겨자 영향에 가장 민감한 조직이다. 황 겨자 증기 또는 액체에의 노출은 결막 및
공막 통증, 부종, 눈물 흘림, 안검 경련, 및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
는 즉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콜린성 효과로 축동이 발생할 수 있다. 증기 또는 액체의
높은 농도는 각막 부종, 천공, 실명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

피부
황 겨자 직접 피부 노출로 홍반과 물집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홍반성 발진은 2~18 시
간 후에 물집이 다음 4~8 시간 내에 발생하게 된다. 액체와 접촉은 제 1 및 제 2도 화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신체 표면적의 50% 이상을 침범하는 화상의 영역은 치명적일 수 있다.

호흡기계
상부 및 하부 기도에서 용량 의존적 염증 반응이 노출 후 며칠 동안 진행하게 된다.
코 통증, 출혈, 부비동 통증, 후두염, 기침, 천명 및 호흡곤란이 발생할 수 있다. 호흡기 상
피세포의 괴사로 인한 기도 폐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위장관계
섭취하였을 때 위장관 및 콜린성 자극의 화학적 화상을 입을 수 있다. 메스꺼움과 구토가
섭취 또는 흡입 다음 발생할 수 있다. 초기 메스꺼움과 구토는 일반적으로 과도하게 심한
경우는 드물다. 노출 후 며칠 후에 오심, 구토, 설사 등의 위장관 손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후가 좋지 않다.

CNS 중추신경계
황 겨자의 과다 복용은 흥분, 경련, 불면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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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혈기계
황 겨자의 전신 흡수가 골수 억제 및 치명적인 복합 감염, 출혈, 빈혈에 대한 위험을 야기
할 수 있다.

잠재적 후유증
안구의 재발성 각막염, 영구적 눈 실명 상태, 맛과 냄새 기능의 상실, 천식, 기관지염, 재
발성 호흡기 감염을 포함한 만성 호흡기질환, 폐섬유증의 발생은 황 겨자에 노출된 다음
지속될 수 있다.

만성 노출
황 겨자에 장기간 또는 반복 급성 노출은 피부 과민성, 만성 호흡기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겨자가 자연스럽게 몸에 의해 해독되지 않기 때문에 반복 노출은 누적 효과가 발생
하게 된다.

발암성
국제암연구소 (IARC)는 발암물질로 황 겨자를 분류하고 있다. 황 겨자에 만성 또는 반복
노출은 피부암, 백혈병, 호흡기계 암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생식 및 발달 효과
노출 후 결함이 있는 정자가 발생할 수 있다. 황 겨자에 노출이 반복되었을 때 잠재적인
발달 독성물질로 알려져 있다. 황 겨자에 만성 또는 반복 노출은 출생 결함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유전 독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4) 병원 전 관리
병원으로 이송하기 전에 모든 화학적 사고는 오염을 제거해야 한다.
피부나 옷에 액체 황 겨자가 노출된 오염 피해자의 직접 접촉 또는 배출 가스 증기를 통해
구조대원을 오염시킬 수 있다.
황 겨자는 눈, 피부, 호흡기계의 손상을 일으키고 면역 체계를 억제할 수 있다. 이러한
에이전트가 접촉 수분 이내에 세포의 변화를 가져오는 원인이 될 수 있지만, 통증 등의
증상의 시작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황 겨자 독성에 대한 해독제는 없다.

[ HOT ZONE ]
핫 존(HOT ZONE)에 들어가기 전에 적절한 개인보호구(PPE)와 부틸 고무 화학 보호 장갑
을 갖추어야 한다. 제염자의 보호구 착용이 어린이 환자들에게는 공포심을 유발하여 추가
처치에 대한 순응도를 낮출 수 있음에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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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흡기 보호 ]
자가 급식 호흡 장치(SCBA)는 황 겨자의 노출 응급 상황에서 권장된다.

[ 피부 / 눈 보호 ]
황 겨자 증기 및 액체에 노출되게 되면 쉽게 흡입 및 눈과 피부 접촉에 의해 흡수된다.
개인 보호 장비(PPE) 및 부틸 고무 화학 보호 장갑은 이러한 화학 물질 노출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항상 사용하는 것이 좋다. 황 겨자를 함유한 용액에 많이 노출된 옷을 입은 환자
를 다룰 경우는 접촉에 의해 2차 오염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피해자 이동 ]
피해자가 걸을 수 있는 경우, 오염 제거 구역의 핫 존(HOT ZONE)에서 제염구역으로 환
자들을 유도한다. 걸을 수 없는 피해자는 백보드 또는 들것에 의해 이동시킨다.

[ 오염 제거 구역 ]
노출 후 1~2분 내에 이루어지는 오염제거는 인체조직 손상을 감소시키는 유일한 효과적인
수단이다. 또한 오염제거는 피해자의 상태를 개선 시킬 뿐 아니라 노출에서 다른 사람을 보
호할 수 있다. 오염된 지역에서 사상자를 관리할 때 사용 가능한 경우 오염제거가 가능한 들
것을 사용해야 한다. Decontaminable 들 것은 화학물질을 흡수하지 않고, 액체의 배출을
허용하는 모노 필라멘트 폴리-프로필렌 섬유로 제조되고, 효율적이고 용이하게 정화된다. 유
리 섬유 보드는 위험물 사고에 사용하기 위해 특별히 개발되었다. 이것은 비투과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화학 호흡 장치(Chemical Resuscitation Device)는 오염된 환경에서 사상자
를 환기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화학 성분을 갖추고 있는 백 밸브 마스크이다.

[ 기본 오염제거 ]
현장에서 직접 병원으로 내원한 환자는 의료 보호시설에 입원하기 전에 반드시 소독해야
한다. 액체 누출이 의심되는 경우, 의류를 제거하고 환자는 물과 비누를 사용하여 샤워를
해야 한다. 밀폐된 더블백에 오염된 옷과 소지품을 담는다.
소아 환자나 노인 환자의 제염 시에는 저체온증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제염을 시행해
야 한다. 가능하면 워머(warmer)나 담요를 사용한다.
눈에 노출되었을 경우 생리식염수로 약 15분 동안 즉시 씻어내야 한다. 붕대로 눈을 덮지
말아야 한다.
액체 에이전트에 노출이 의심되는 경우, 피해자는 모든 옷을 벗고 비누와 물로 피부를 씻
어야 한다. 샤워 영역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혼자 물로 샤워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
나 물이 부족하고, 샤워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오염제거의 다른 형태는 0.5% 차아염
소산 나트륨 용액 또는 분말, 활석 가루, 또는 백토 등의 흡착제 분말을 사용하는 것이다.
단지 증기에 노출된 경우, 외부 의복을 제거하고 비누와 물 또는 차아염소산 나트륨의
0.5% 용액으로 세척 한다. 밀폐된 더블백에 오염된 옷과 소지품을 담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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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병원 및 지원 영역으로의 이동
기본 오염제거가 완료되면, 지원 영역으로 피해자를 이동시킨다.
30~60분 이내로 잠재적인 노출의 현장에서 직접 응급실에 도착하는 환자는 거의 증상이
없을 수 있다. 따라서 적어도 6시간 동안은 병원에서 관찰해야 한다.

[ 지원 영역 ]
피해자가 제염 되었다면 구조대원에 2차적 오염의 심각한 위험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이
러한 경우, 지원 영역의 인력은 전문 보호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 추가 오염제거 ]
섭취의 경우, 구토를 유도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의식이 명료하고 경구로 삼킬 수 있는 경
우, 우유 또는 물을 120~250mL 마시게 한다. 활성탄 투여가 도움이 된다는 증거는 없다.

(6) 응급실 진료 후 환자 배치와 추적 검사 및 보고
[ 임상검사 항목(Lab Test) ]
CBC, blood glucose, electrolyte, LFT, cardiac marker, serum lactate, urine
analysis, chest radiography, and pulse oximetry , ABGA, ECG 모니터링을 시행한다.

[ 환자 퇴원 ]
폐부종이나 중추신경계 또는 호흡 장애와 같은 심각한 이상 징후가 없고 피부 또는 안구
자극 증상이 없는 환자들은 4~6시간 동안 경과 관찰 후 추가적인 특이증상이 나타나지 않
으면 연락처를 남기고 증상 발현 시를 대비한 안내 지침서를 받아서 퇴원할 수 있다.

[ 추적 검사 ]
환자의 일차 진료진에게 환자의 응급실 방문기록에 관한 정보를 보낼 수 있도록 일차 진
료진의 이름을 확보한다. 심각한 노출의 생존자들을 대상으로는 뇌와 심장에 발생 가능한
허혈성 손상에 대한 검사를 해야 한다. 안과적 손상이 있었던 환자는 24시간 이내에 재진
료를 받아야 한다.

[ 보고 ]
작업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 시 보고할 파일을 만들어 관할 보건소에 연락하여야 한다.
응급실에 내원하지 않았을지라도 다른 환자가 현장에 있을 수 있으며 사고가 작업장에서
발생했다면 추후 회사 관계자와 토의함으로써 추후 발생 가능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유해 환경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공중 보건 위험이 예상되는 경
우, 지역 보건부서 또는 다른 책임 있는 공공 기관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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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물질 정보 시트
※ 이 유인물은 이산화황 가스 또는 액화 이산화황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 및 후
속 조치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이산화황이란 무엇입니까?
이산화황은 강한 자극성 냄새를 가진 무색의 기체로 산업용 또는 농업용으로 사용됩니
다. 대부분 황을 포함하는 화석연료 연소 시 발생되며 대기 오염의 주요 원인입니다. 특
수 콘테이너에 압축 액화가스 형태로 운반 및 보관됩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안전한 정
도의 소량의 이산화황이 과일이나 와인의 보존제로 사용됩니다.
2. 이산화황 노출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건강상의 영향은 무엇입니까?
이산화황 노출 시 코점막, 눈, 입, 기도 및 폐 자극 증상을 초래합니다. 인후통, 콧물,
눈 작열감, 기침 등이 전형적인 증상이며 고농도 노출 시 폐부종 및 호흡곤란이 동반됩
니다. 이산화황 증기에 피부가 접촉할 경우 자극 증상이나 화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액화된 이산화황은 온도가 매우 낮으므로 눈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으며 접촉한
피부의 동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황에 민감한 천식 환자는 과일의 보존제나 다른 황
을 포함한 화학제로 인하여 천식 발작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3. 이산화황 노출에 의한 증상은 치료될 수 있습니까?
이산화황 노출에 대한 해독제는 없지만, 노출에 의한 효과는 치료될 수 있고, 대부분의
노출자는 상태가 좋아집니다. 다량의 이산화황에 노출되거나 심각한 증상을 보인 환자는
입원해야 합니다.
4. 향후 장기간 건강상의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소규모 단일 노출에 의해 발생한 증상이 빠르게 회복된 사람들은 증상이 지연되어 재발
하거나 장기간 인체 영향을 일으킬 가능성이 낮습니다. 반면 심한 노출인 경우에는 폐손
상이 동반되어 천식, 폐렴, 기관지염이 동반될 수 있으며 폐에 영구적인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5. 이산화황에 노출된 사람은 어떻게 알 수 있으며 어떤 검사를 할 수 있습니까?
혈액이나 소변에서 이산화황을 검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의사에게 유용한 검사는 아닙
니다. 심각하게 노출되었을 때는 혈액, 소변 분석, 폐기능 검사 등을 통하여 폐 손상 여
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검사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검사결과들이 뇌, 신경, 폐, 심장, 콩팥이 손상되었는지를 밝혀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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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산화황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하거나 유해가스노출 환경보건
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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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환자 후속지침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고, 다음 진료예약 확인 및 표기된 지침을 따르십시오.
24시간 이내에 특이증상 또는 징후가 발현되는 경우 응급실 또는 예약의사에게 전화문의
바랍니다.

※ 특히 아래의 증상인 경우
▶ 눈, 코, 인후 자극 증상
▶ 기침, 천명음(호흡시 "쌕쌕” 거리는 소리)
▶ 호흡 곤란
▶ 가슴 통증 또는 압박감
▶ 구역, 구토, 설사 또는 상복통
[ ] 위에 기술된 증상이 발현되지 않는다면 추후 진료예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 필요시 전화문의 약속, 예약 의사 :
☞ 의사에게 전화문의 시 (

전화번호 :
)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

) 일 재진 예약

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십시오.
[ ] 추후 추적검사 및 진료를 위한 진료예약
(

) 응급실 / 클리닉, (

)월/(

)일, AM/PM

(

)

[ ] 1~2일은 격렬한 신체 활동을 하지 마세요.
[ ] 운전 및 기계 작동을 포함한 일상적인 활동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

(

) 일 동안은 업무에 복귀하지 마십시오.

[ ] 당신은 조건부로 업무에 복귀 가능합니다. 아래의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

] 적어도 72시간 이상 담배 연기에 노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담배 연기가 폐의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음.

[

] 적어도 24시간 이상 술을 마셔서는 안 됩니다; 술이 위장 및 다른 손상 부위를 악화시
키거나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음.

[ ] 다음과 같은 약물은 복용하지 마십시오 :
[ ] 기존에 처방받은 다음의 약물들은 계속해서 복용 가능합니다. :
다음과 같은 인터넷 웹 사이트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 안전관리정보시스템”나 “유해가
스노출 환경보건센터”에서 화학 물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환자 서명 :

날짜 :

의사 서명 :

날짜 :

- 129 -

11. 이황화탄소
1)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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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급실 처치 매뉴얼
[ 이황화탄소 노출 환자의 치료 및 배치 원칙 ]
1. 모든 노출 환자는 흉부 방사선 검사와 심전도 검사를 시행하고 동맥혈 가스 검사와 혈
액 화학 검사를 포함한 혈액검사를 시행한다.
2. 중환자는 정맥로를 확보하고 심장 리듬을 지속적으로 모니터한다.
3. 혼수, 저혈압, 경련, 부정맥 등의 증상은 기존의 방식으로 치료한다.
4. 이황화탄소는 해독제가 없다. 치료는 호흡기계와 심혈관계 기능을 보조하는 것이다.
5. 호흡기계나 심혈관계 증상이 있거나 경련, 의식변화, 심한 화학 화상 환자는 입원 치료
를 고려한다.
6. 경미한 노출이고 6~8시간 경과관찰 후 무증상인 경우 퇴원시킬 수 있다.

[ 이황화탄소 노출 환자 발생 시 시행 할 Laboratory test ]
흉부 방사선 검사, 심전도, 동맥혈 가스 검사, CBC, glucose, serum electrolyte,
Liver, kidney function test, urinalysis

[ 소화기 노출(음독) 환자의 처치 ]
1. 음독 시에 구토를 유도해서는 안 된다.
2. 다량을 섭취하고 1시간 이내인 경우 Levin tube를 삽관하고 흡인을 고려해야 한다.
3. 활성탄 현탁액(activated charcoal, 1g/kg)을 투여한다.
4. 인후부의 심한 부종이 관찰되는 경우 기관내삽관이나 윤상갑상막절개술이 필요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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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 눈 노출 환자의 처치 ]
1. 피부를 물로 세척 하면서 빠르게 오염된 옷을 제거한다.
2. 노출된 피부와 머리카락은 약간의 비누와 물을 이용하여 세척한다.
3. 화학 화상이 발생할 수 있다. 열화상과 같은 방법으로 치료한다.
4. 눈은 물이나 생리식염수를 이용하여 최소 15분간 세척한다.
5. 시력을 측정하고 결막과 각막의 손상에 대해 검사를 시행한다.
6. 콘택트렌즈는 추가 손상 없이 쉽게 제거 가능할 경우 제거한다.
7. 각막 손상이 의심되는 경우 안과의사에게 협진해야 한다.

[ 호흡기 노출 환자의 처치 ]
1.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흉부 방사선 검사와 맥박 산소포화도 또는 동맥혈 가스검사를
시행한다.
2. 호흡기계 증상이나 중추신경계 증상을 보이는 환자는 마스크를 통해 산소를 공급해야
한다.
3. 기관지 연축을 보이는 경우 albuterol과 같은 분무형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하여 치료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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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급실 대응 리스트
I. 일반적 특성 및 독성 작용
이황화탄소는 탄소와 황으로 구성된 화합물로 상온에서 무색의 투명한 액체이고 녹는점
은 –111℃, 끓는점은 46.3℃이다. 이황화탄소 액체는 휘발성이 높아 공기에 노출되면 쉽
게 증발한다. 가스 형태의 이황화탄소는 공기보다 2배 이상 무겁다. 이황화탄소는 공기
중에서 푸른색 불꽃을 내며 타서 이산화황을 생성한다. 순수한 이황화탄소 액체는 무색이
며 향기가 나지만 산업장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이황화탄소 액체는 불순물이 섞여 있어
약간 노란색을 띠며 악취가 난다. 이황화탄소는 방부제, 살충제, 고무제품 및 셀룰로오스
의 제조에 사용되며 분석용 시약, 사염화탄소의 원료, 고무황화촉진제의 제조에도 사용된
다. 이황화탄소는 겨자기름, 화산가스, 원유에서 발견되며 환경 중에 존재하는 이황화탄
소는 화학제품 제조과정이나 이 물질을 함유한 제품의 사용과정에서 배출된다. 이황화탄
소에 짧은 기간 노출되면 현기증이나 두통, 혼탁한 시야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이
황화탄소는 국소 마취 특성이 있으며 중추신경계 및 혈액, 피부 독성을 가진다. 대부분의
이황화탄소 중독은 가스의 흡입으로 인해 발생한다.

II. 노출의 경로
이황화탄소의 주된 노출 경로는 흡입이다. 이황화탄소 증기는 쉽게 폐로 흡수된다. 이황
화탄소 액체에 접촉하거나 증기에 급성 노출되면 피부, 눈 점막, 호흡기 상피세포의 자극
을 유발할 수 있다. 심한 경우 이황화탄소 액체나 농축된 증기에 직접 접촉하면 피부나
눈, 점막 등에 화학 화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인간은 음식이나 물을 통해 많은 양의 이황
화탄소에 노출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황화탄소 액체를 직접 섭취할 경우 호흡곤란, 경
련, 의식변화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성인에서 이황화탄소 액체를 15mL 섭취하는 것만
으로도 사망에 이를 수 있다.

III. 응급실 처치
[ 제염 단계 ]
1. 제염구역에서도 전문생명소생술(Advanced Life support, ALS) 프로토콜에 따라 환자
평가와 처치를 우선 시행한다.
2. 병원 전 단계에서 이미 제염을 받았으며 이황화탄소 증기에만 노출되었고 피부나 눈에
자극 증상이 없는 경우 즉시 중환처치구역으로 이송할 수 있다.
3. 이황화탄소는 화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환자의 피부나 옷이 젖어 있다면 모든 의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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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화학물질대비 개인보호구(chemical-resistant jumpsuits, tyvex, saranex)을 착용
한다. 또는 부틸(butyl) 고무 재질의 앞치마, 여러 겹의 라텍스 장갑, 눈 보호 장비 등을
착용한다. 환자의 제염이 완료되면 의료진들의 보호 장구 착용은 필요 없다.
4. 피부를 물로 세척 하면서 빠르게 오염된 옷을 제거한다. 오염된 옷과 개인 소지품은 이
중으로 봉투에 보관한다. 노출된 피부와 체모는 물과 비누를 이용하여 세척 한다. 샤워
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어린이나 노인의 경우 저체온증을 방지하기 위해 제염 후 담
요나 워머를 사용한다. 이황화탄소는 피부 표피의 지방층을 분해 시켜 화학 화상을 일으
키므로 피부를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5. 직접 노출되거나 자극 증상이 있는 눈은 물이나 생리식염수를 이용하여 최소 15분간 세
척한다. 콘택트렌즈는 추가 손상 없이 쉽게 제거 가능할 경우 제거한다.
6. 통증이 있거나 신체 손상이 있는 환자는 세척을 지속하면서 중환자 처치 구역으로 이송
한다.
7. 삼킨 경우(음독) 구토를 유도해서는 안 된다. 입 주변을 물로 깨끗하게 씻어낸다. 환자가
삼킬 수 있고 정상 구역 반사를 가진 경우 희석을 위해 물을 경구 투여할 수 있다.

[ 중환 구역 처치 단계 ]
1. 충분히 오염제거가 된 후에는 기존의 ABC 평가와 조치를 한다. 기도를 확보하고 호흡,
순환상태를 평가한다. 중환자는 정맥로를 확보하고 심장 리듬을 모니터한다. 혼수, 저혈
압, 경련, 부정맥 등의 증상은 기존의 ALS 프로토콜대로 치료한다.
2. 흡입 노출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마스크로 산소를 공급한다. 기관지 연축을 보이는 경우 albuterol
과 같은 분무형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하여 치료한다.
3. 피부 노출
농축된 이황화탄소와 피부가 접촉하면 화학 화상이 발생할 수 있다. 열화상과 같은 방
법으로 치료한다. 소아는 상대적으로 몸무게에 비해 체표면적이 크기 때문에 피부로 흡
수되는 물질에 더 취약하다.
4. 눈 노출
눈에 노출된 경우 적절한 세척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한다. 최소한 15분간의 세척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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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시력을 측정하고 결막과 각막의 손상에 대해 검사를 시행하고 적절히 치료한다.
심한 각막 손상이 의심되는 경우 안과의사에게 협진한다.
5. 음독(소화기계) 노출
구토를 유발해서는 안 된다. 위장관 손상 정도 파악을 위해 내시경 시행을 고려한다. 인
후부의 심한 부종이 관찰되는 경우 기관내삽관이나 윤상갑상막절개술이 할 수 있다.
Levin tube를 삽관하고 흡인하는 것은 부식성 물질을 제거하고 내시경 검사를 준비하는
데 유용하다.
* Levin tube를 삽관하고 흡인을 고려하는 경우
(작은 비위관 튜브를 이용하며 비위관 튜브의 삽입으로 손상을 입은 식도나 위를 더 손
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삽입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① 다량을 섭취한 경우
② 섭취 1시간 이내이며, 환자의 평가가 응급실 내원 후 30분 이내 이루어진 경우
③ 환자의 구강 내 병변이 있거나 지속적으로 식도 부위의 불편감을 호소하는 경우
환자가 무증상인 경우 활성탄 현탁액(activated charcoal, 1g/kg)을 투여한다. 탄산음
료와 빨대를 이용하면 소아에게 활성탄을 투여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
6. 해독제와 다른 치료법들
해독제가 없다. 치료는 호흡기계와 심혈관계 기능을 보조하는 것이다.
7. 시행해야 할 검사
흉부 방사선 검사와 심전도 검사를 시행하고 동맥혈 가스검사와 혈액 화학 검사를 포함
한 혈액검사를 시행한다.

[ 응급실 진료 이후 환자 배치 및 추적 검사 ]
호흡기계나 심혈관계 증상이 있거나 경련, 의식변화, 심한 화학 화상 환자는 입원치료를
고려한다. 고농도의 이황화탄소에 급성 노출된 경우 신체 증상이 즉시 발생한다. 또한,
높은 농도에 급성 노출된 후 지연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응급실에서 6-8시간 경과
관찰 후 호흡기계 증상이 완전히 사라지면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 퇴원 후
휴식을 취하도록 권고하고 증상 발생 시 재내원 할 것을 교육해야 한다. 흡연은 폐 손상
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이황화탄소에 노출 후 72시간 동안 금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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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물질 정보시트
※ 이 유인물은 이황화탄소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 및 후속조치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이황화탄소란 무엇입니까?
이황화탄소는 휘발성이 매우 높은 액체로 공기에 노출되면 쉽게 증발합니다. 순수한 이
황화탄소 액체는 무색이며 향기가 나지만 산업장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이황화탄소는
약간 노란색을 띠며 악취가 납니다. 이황화탄소는 산업과 농업에서 많이 사용되며, 레이
온 생산 과정에서 이황화탄소에 노출될 가능성 있습니다. 이황화탄소는 인화성 및 폭발
성 액체이기 때문에 특수 용기에 담아서 운반하고 취급합니다.

2. 이황화탄소 노출에 의해 즉시 발생될 수 있는 건강상의 영향은 무엇입니까?
이황화탄소 가스를 흡입할 경우 코와 눈, 인후부위, 폐에 자극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
다. 전형적인 증상으로 인후통, 콧물, 눈의 화끈거림, 기침 등이 있으며, 고농도의 이황
화탄소를 흡입할 경우 호흡곤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황화탄소 증기나 액체가 피부
에 접촉하면 자극증상이나 화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황화탄소를 흡입, 음독하거
나 피부에 접촉하는 경우 두통, 혼미, 정신질환, 혼수 등의 신경학적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매우 고농도의 이황화탄소에 노출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3. 이황화탄소 노출에 의한 증상은 치료될 수 있습니까?
이황화탄소는 해독제가 없지만, 이황화탄소 노출에 의해 발생하는 증상은 치료될 수 있
으며 대부분의 급성 노출 환자는 완전히 회복됩니다. 다량의 이황화탄소를 흡입한 경우
입원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황화탄소 액체나 증기가 피부나 눈에 접촉한 경우에
는 화학 화상과 같은 방법으로 치료해야 합니다.
4. 향후 장기간 건강상의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이황화탄소에 한번 노출되고 빠른 시간내에 회복된 경우 지연성이나 장기적인 건강 문
제를 일으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5. 이황화탄소에 노출된 사람에게 어떤 검사를 할 수 있습니까?
혈액이나 소변에서 이황화탄소 존재를 확인하는 특수한 검사는 일반적으로 유용하지 않
습니다. 심한 노출이 발생한 경우 혈액검사, 엑스레이, 호흡 검사가 폐의 손상 유무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황화탄소의 대사산물((2-thiazolidine-4-carboxylic acid)의 농
도를 소변에서 검사할 수 있지만, 이황화탄소 노출 정도를 측정하는데 이용할 수 없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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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황화탄소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하거나 유해가스노출 환경보건
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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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환자 후속지침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고, 다음 진료예약 확인 및 표기된 지침을 따르십시오.
24시간 이내에 특이증상 또는 징후가 발현되는 경우 응급실 또는 예약의사에게 전화문의
바랍니다.

※ 특히 아래의 증상인 경우:
▶ 눈, 코, 인후 부위의 자극 증상
▶ 기침이나 쌕쌕거림
▶ 호흡곤란 또는 가쁜 호흡
▶ 가슴통증이나 조이는 느낌
▶ 구역, 구토, 설사 또는 복통
▶ 어지럼증, 운동실조, 시야장애
▶ 기분이나 행동의 변화
▶ 두통
[ ] 위에 기술된 증상이 발현되지 않는다면 추후 진료예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 필요시 전화문의 약속, 예약 의사 :
☞ 의사에게 전화문의 시(

전화번호 :

)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

) 일 재진 예약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십시오.
[ ] 추후 추적검사 및 진료를 위한 진료예약
(

) 응급실 / 클리닉, (

)월/(

)일, AM/PM

(

)

[ ] 1~2일은 격렬한 신체 활동을 하지 마세요.
[ ] 운전 및 기계 작동을 포함한 일상적인 활동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

(

) 일 동안은 업무에 복귀하지 마십시오.

[ ] 당신은 조건부로 업무에 복귀 가능합니다. 아래의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

] 적어도 72시간 이상 담배 연기에 노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담배 연기가 폐의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음.

[

] 적어도 24시간 이상 술을 마셔서는 안 됩니다; 술이 위장 및 다른 손상 부위를 악화시
키거나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음.

[ ] 다음과 같은 약물은 복용하지 마십시오 :
[ ] 기존에 처방받은 다음의 약물들은 계속해서 복용 가능합니다. :
다음과 같은 인터넷 웹 사이트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 안전관리정보시스템”나 “유해가
스노출 환경보건센터”에서 화학 물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환자 서명 :

날짜 :

의사 서명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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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질소산화물
1)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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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급실 처치 매뉴얼
1. 질소산화물은 NOx의 혼합물로서 황과 산소의 화합물로 NO, NO2, N2O3, N2O4, N2O5
등을 포함한다. 나이트로 가스(nitrous oxide N2O)는 웃음 가스(laughing gas)라고도
하며 마취제로 사용이 된다.
2. 가장 독성이 강한 질소산화물은 산화질소(NO) 및 이산화질소(NO2)이다. 산화질소는 실
온에서 무색 기체로 약한 수용성이다. 이산화질소는 실온에서 무색 또는 연한 갈색의 액
체로 존재하며 21℃에서 적갈색의 물에 거의 녹지 않는 기체로 존재한다. 산화질소는
공기 중에 높은 농도로 존재할 경우 빠르게 산화되어 이산화질소를 형성한다.
3. 산화질소를 포함한 질소산화물은 주로 연소 과정에서 방출된다. 화석연료 발전소, 자동
차 및 가정의 연소 기구는 질소산화물을 대부분 산화질소 형태로 방출한다. 산화질소는
주위 공기 및 실내 공기에 높은 농도로 존재한다.
가. 물리적인 특성

성상

주 특성

산화질소(NO)

이산화질소(NO2)

무색 기체
비자극성, 무취, 무색 기체

황갈색 또는 적갈색 기체

다른 질소 산화문과 동시
노출이 되지 않을 경우

자극적이고 강한 냄새가 나는
기체로 1-5 ppm 에 노출 시
감지할 수 있다.

분자량

warning sign 은 없다.
30

끊는 점

-152 ℃

21 ℃

어는 점

-164 ℃

-11 ℃

밀도

1.0 (air = 1)

1.5 (air = 1)

수용성

수용성
비가연성이나 가연성 물질을

수영성, 질산 형성
비가연성이나 가연성 물질을 쉽게

PEL

쉽게 태울 수 있음
25 ppm

태울 수 있음
5 ppm

IDLH

100 ppm

20 ppm

가연성

AIHA ERPG-2

46

15 ppm

(가) OSHA PEL (permissible exposure limit:노출제한농도, 8시간 근무 기준)
(나) NIOSH IDLH (immediately dangerous to life or health : 즉각적인 인체 위해 농도)
(다) AIHA ERPG-2 (maximum airborne concentration below which it is believed that
nearly all persons could be exposed for up to 1 hour without experien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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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developing irreversible or other serious health effects or symptoms that
could impair their abilities to take protective action: 대부분의 사람이 한 시간
동안 노출되어도 회복 능력 이상의 심각한 증상이나 유해효과 또는 비가역적인 건강
상의 문제를 초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대기 중 최고 농도 )
4. 주요 노출 경로는 호흡기를 통하며 어떤 경로를 통해서 노출되더라도 전신적인 영향을
초래한다. 산화질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질산 화합물은 눈, 피부 기도의 자극제이다. 이
산화질소는 부식제로 물과 닿아 질산 화합물을 형성하며 더욱 강력한 급성 독성을 보인
다.
5. 산화질소는 강력하고 빠른 methemoglobinemia의 유도제이다.
6. 질소산화물에 노출되면 폐부종, 폐렴, 기관지염, 세기관지염, 폐기종 및 메 헤모글로빈
혈증을 비롯한 호흡기계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기침, 과호흡 및 호흡곤란은 지연반응
으로 나타날 수 있다.
7. 모세기관지에 손상을 주거나 흉터를 남기는 경우 노출 후 몇 주가 지난 후에 치명적인
결과를 보이기도 한다.
8. 천식, 만성폐쇄성 폐질환 및 심장병이 있는 환자는 질소산화물에 취약하다.
9. 급성 노출
(1) 이산화질소의 폐손상 기전
- 원위기도에서 질산 및 아질산으로 전환되어 폐세포에 구조적 및 기능적 손상을 초래한
다.
- ROS 생성 통해 단백질 산화, 지질 과산화 및 세포막 손상을 일으킨다.
- 대식세포와 면역 기능을 변화시킴으로써 감염에 대한 내성을 감소시킨다.
(2) 반응 경과
- 즉각적인 반응 : 기침, 피로, 구역, 호흡곤란, 두통, 복통
- 무증상기 : 3~30시간
- 이후 폐부종, 의식 저하, 기면, 의식 소실 등 동반
- 급성기 후 수주 이후 만성 경과로 폐쇄 세기관지 기질화 폐렴 (bronchiolitis
obliterans) 동반 시 예후나 나쁘다.
(3) 호흡기 반응
- 일차 독성 부위는 하부 기도로 저농도 노출 시 초기 가벼운 호흡기 증상 이후 기도 수
축 및 폐부종이 동반될 수 있으며 고농도 노출 시 인후 화상이나 연축 조직 부종 등
을 초래하여 상기도 폐쇄 등이 동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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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응성 기도 부전 (reactive airways dysfunction syndrome (RADS))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소아는 성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기도가 좁고 분당 환기량이 적어 더욱 취약하다.
- 소아는 체중에 비해 폐 표면적과 분당 호흡 용적이 더 커서 성인과 같은 농도의 질소
산화물 증기에 노출되어도 더 많은 농도를 흡수하게 된다.
(4) 심혈관 반응
- 질소산화물은 혈관을 통해 흡수되어 빠르고 약한 맥박, 심장 이완 폐부종 및 순환 부
전을 초래할 수 있다
(5) 혈액 반응
-

고농도

산화질소

(NO)

노출

시

헤모글로빈의

Fe+2를

Fe+3로

전환시켜

methemoglobinemia 및 산소 전달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6) 피부 반응
- 강한 피부 자극제 및 부식제로 액화 이산화질소나 고농도 증기는 2~3도 화상을 초래한
다.
- 질산은 피부를 노랗게 하며 치아를 부식시킨다.
(7) 눈 반응
- 액화 이산화질소는 가벼운 접촉에도 심각한 눈의 화상을 초래한다.
- 고농도 노출시 자극성 반응을 초래하며 지연성 노출 시 안구 표면이 흐려지거나 실명
을 초래할 수 있다
(8) 후유증
- 심각한 노출 수일에서 수 주후 모세기관지 폐색이 동반된다. 환자는 피로, 위약감, 발
열, 오한 및 진행되는 호흡곤란, 기침, 폐 또는 모세기관지 출혈, 청색증 등이 동반될
수 있다. 호흡기 감염 이후의 급성 호흡곤란증후군(Acute Repiratory Distress
Syndrim : ARDS)과 유사하다.
-

단일

고농도

노출

이후

반응성

기도

부전

(Reactive

Airways

Dysfunction

Syndrome (RADS))이 동반될 수 있다.
10. 만성 노출
- 소아의 호흡기 감염 위험을 높인다.
- 세기관지 손상으로 영구적인 제한성 또는 폐쇄성 폐질환이 동반된다.
- 질소산화물은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있지 않다.
- U.S. General Accounting Office(GAO)에서 1991에 보고한 생식 및 발생학적 독성물질
목록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Methemoglobin 유도체는 태아에 해로운 것으로 알려
져 있으며 이산화질소는 뷔에서 행동 및 발달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이산화질소는 DNA 구조와 기능을 변화시킨다.
- 질소산화물을 돌연변이 및 염색체 이상 및 태아 독성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임산
부 노출 시 medical counseling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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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급실 대응 리스트
Ⅰ. 기본 처치 Basic management
1. 제염 Basic decontamination
- 병원 전 제염이 이루어지지 않은 환자는 입실 전 제염을 시행한다.
- NO에만 노출된 환자는 구조자에게 2차 오염을 초래하지 않는다.
- 액화 질소산화물에 오염된 경우 구조자의 직접 접촉이나 흡입에 의한 이차 오염을 초래
할 수 있다.
- 피부 및 눈 노출 없이 질소산화물 가스에만 노출된 환자는 즉각 중환 구역으로 배치한
다. 처치자는 소아의 입안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한다(hand-to-mouth activity).
- 구조자 보호
○ 호홉 보호구 :

신경가스에 노출이 될 경우를 대비하여 양압(Positive- pressure), 및

자급식 호흡장비(Self-Contained Breathing Apparatus, SCBA)가 권고된다.
○ 피부 보호구 : 액화 질소산화물에 반복 또는 지속 노출되거나 고농도 질소산화물 증
기 노출 시 피부 자극이나 화상이 동반될 수 있으므로 화학물질 보호의(chemicalprotective clothing) 및 butyl rubber aprone, 및 보호 안경이 권고된다.
- 보행이 가능한 환자는 스스로 제염을 시행하도록 한다.
- 오염된 옷과 개인 소지품들을 몸에서 제거하고 두 봉투에 따로 나누어 담는다.
- 화상 환자의 경우 환부를 주의해서 다룬다.
- 접촉된 피부, 모발을 흐르는 물에 20분가량 세척한다. 이 때 소아나 노인 환자의 저체온
을 주의한다.
- 눈 접촉 물이나 생리식염수로 최소 20분 이상 세척한다. contact lense를 착용하고 있을
경우 추가 손상 없이 쉽게 제거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제거한다.
- 질소산화물 액체를 음독한 경우 구토를 유발하지 않으며 charcoal을 투여하지 않는다.
환자가 의식이 있고 삼키는 것이 가능할 경우 다량의 물을 음용하도록 한다.
2. 일반 처치 General management
(1) ABC 원칙
- 기도 호흡 맥박을 평가하고 보조한다. 소아는 기도가 좁아 부식제에 취약하다.
- 산소를 공급하고 호흡 부전이 동반된 경우 기도를 확보하고 기관 삽관을 시행한다. 삽관
이 불가능할 경우 훈련된 수행자가 윤상갑상연골 절개를 시행한다.
- 기도 연축이 있는 환자는 에어로졸 기도 확장제를 사용한다.
- 약물 사용 시 심장에 영향을 주는 약물은 주의 깊에 사용한다.
- 천명음이 들리는 소아 환자에게는 racemic epinephrine 연무제의 사용을 고려해야 한
다. 2.5cc 생리 식염수에 2.25% racemic epinephrine 용액 0.25 ~ 0.75mL를 혼합하
여 심장 변동성에 주의하며 필요에 따라 매 20분마다 연무제 사용을 반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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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중환구역 처치 Critical care
1. 충분히 오염제거가 되었음을 확인한 후에는 기존의 ABC를 평가하고 보조한다. 중증으로
판단되는 환자 중 이 전 단계에서 정맥로 확보가 안 되었던 환자에게는 정맥로를 확보
한다. 지속적으로 심장 기능 모니터링을 한다.
2. 의식 저하, 저혈압, 발작 및 심부정맥 등이 동반된 환자는 상황에 맞는 보존적인 처치를
시행한다.
3. 호흡기 노출
-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들에게는 마스크로 보조 산소를 투여한다. 기관지 연축이 있는
환자들에게는 연무화 된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한다. 다수의 화학물질에 노출된 상황에서
기관지 증감제를 사용하는 것은 부가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어떤 종류의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할지 선택하기 전에 우선 심근의 건강상태를 고려해야 한다. 심장 증감제
는 적절히 쓸 수 있지만, 특정 화학물질에 노출된 후에 심장 증감제의 사용은 특히 노인
환자에게 심부정맥 발생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질소산화물 중독은 기관지나 심장
증감제의 사용 동안에 추가적인 위험을 일으키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피부 노출
- 응축 기체나 가스나 액화 질소산화물은 화학 화상을 유발할 수 있다.
- 화학 화상 동반 시 열에 의한 화상에 준하여 처치한다.
- 소아는 체표면적이 넓어서 피부 손상에 취약하다.
5. 눈 노출
- 적어도 20분 동안 생리 식염수로 세척해야 한다.
- 액화 질소산화물이나 질산에 노출 conjunctival fluid의 pH가 정상으로 회복될 때까지
세척한다. 시력(Visual acuity) 및 각막 손상 여부를 확인하고 각막 손상이 의심되는 경
우 안과와 협진 한다.
6. 소화기 노출
- 질소산화물이나 질산을 음용한 경우 구토를 유발하지 않으며 활성탄을 투여하지 않는다.
- 위장관계 손상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내시경을 시행할 수 있다.
- 인후 부종이 심한 경우 기도삽관이나 기관 절개가 필요할 수 있다.
- Levin tube 삽관과 흡인이 고려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다량 음독
○ 환자에 대한 평가가 30분 이내 이루어지는 경우
○ 구강 내 병변이 있으며 지속적인 식도 불편감이 있는 경우
○ 음독 이후 1시간 이내 시행 가능한 경우

- 144 -

○ 소아는 Levin tube를 삽관 및 흡인이 권고되지 않는다 (다량 음독의 경우가 없으며
NGtube 로 인한 천공 등의 위험이 높으므로)
○ 독성 토사물이나 Levin tube를 삽관 및 흡인 후 발생한 흡인액 suction 기구 등은 분
리 배출한다.
7. 치료제
- 질소산화물에 대한 특별한 해독제는 없다.
- Methylene blue
○ 저산소증의 증상이나 징후가 있는 경우, methemoglobin levels > 30%인 경우
Methylene blue를 고려한다.
○ 청색증 자체는 적응증이 아니다
○ G6PD deficiency가 있는 환자는 효과가 없으며 용혈을 초래할 수 있다
○ 투여 용량
- standard dose : 1 to 2mg/kg body weight (0.1 to 0.2 mL/kg of a 1%
solution) IV over 5-10 min. 필요시 1시간 내 반복 투여 가능. 초기 농도는

total 7

mg/kg 를 넘지 않는다.
- 임상적인 효과는 30-60분 안에 확인 된다.
○ 부작용은 구역, 구토, 복통, 흉통, 어지러움, 식은땀 및 배뇨 곤란 등이 있다.
- steroid
○ 염증 및 폐손상을 감소시켜 bronchiolitis obliterans 의 진행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
다.
○ 노출 직후 시작하여 8주간 유지한 후 점차 감량한다.
○ 합병증 예방에 대한 효과를 이견이 있다.
8. 질소산화물에 대한 독성 진단은 환자의 호흡기 증상 및 노출력에 기초하며, 노출된 모든
환자는

ABG,

CBC,

glucose

및

electrolyte를

포함은

검사는

진행한다.

또한

methemoglobin levels을 측정하며 pulse oximetry, chest X ray, spirometry 폐기
능 검사를 시행한다(peak flow measurements). 기본 검사는

질소 산화물 독성의 진

단은 주로 임상적으로 이루어지며 호흡곤란과 자극 증상에 기초한다. 질소산화물에 노출
된 모든 환자들을 평가하기 위한 검사로는 chest X ray 및 동맥혈검사를 기본으로 시
행한다. methemoglobinemia가 있는 경우 pulse oximetry는 유용하지 않다.

〈 응급실 진료 후 배치 및 외래 추적 검사 〉
1. 호흡 불편감이나 심각한 피부 화학 화상의 증거가 있는 경우는 입원시킨다.
2. 심각한 수준으로 노출되었거나 안구 화상 또는 심각한 피부 화상이 있는 병력의 환자는
입원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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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호흡기 손상은 18~24시간에 걸쳐 진행할 수 있다. 초기 증상이 동반되었던 습기 노출
환자는 집중 경과 관찰 및 주기적인 재평가가 필요하다. 폐부종이 동반된 환자는 중환자
실에 입원 한다
4. 지연성 반응
- 증상이 있는 환자는 지연성으로 비심인성 폐부종이 동반될 수 있어 48시간 경과관찰이
필요하다.
- 질소산화물에 노출된 모든 환자는 노출 수 추후까지 치명적인 증상이 유발될 수 있음을
주지시켜야 한다.
5. 극소량에 노출되었거나 경과관찰 동안 증상이 전혀 없는 환자는 퇴원할 수 있다. 24~36
시간 안에 증상이 소실된 환자들은 퇴원 후 폐손상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외래 추적관
찰을 시행해야 한다.
6. 퇴원 및 환자 후속지침에 대한 안내문을 제공하여 지침에 따르도록 교육한다. 흡연이 증
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노출 72시간 이내는 금기한다.
7. 추적관찰
- 환자의 일차 진료의에게 환자의 응급실 방문기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추적관찰 할
수 있도록 한다.
- 심각한 호흡기 노출이 있었던 환자는 수수 안에 bronchiolitis obliterans 가 진행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외래 추적관찰이 필요하다.
- 각막 손상이 있는 환자는 24시간 이내 재평가를 시행하여야 하므로 외래 추적관찰을 한
다.
8. 보고
작업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 시 보고할 파일을 만들어 관할 보건소에 연락하여야 한다.
(응급실에 내원하지 않았을지라도 다른 환자가 현장에 있을 수 있으며, 사고가 작업장에
서 발생했다면 추후 회사 관계자와 토의함으로써 추후 발생 가능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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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물질 정보 시트
※ 이 유인물은 질소산화물 가스 또는 액화 질소산화물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
및 후속조치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질소산화물이란 무엇입니까?
질소산화물은 질소와 산소를 각각 함유한 가스의 혼합물로 화석연료 (예 : 석탄, 석유,
가스, 등유)가 연소 될 때 및 질산염 비료 발효 시 자연적으로 형성됩니다. 또한, 전기
아크 용접, 전기 도금 및 조각 작업 중에 형성됩니다. 그들은 공기 중 스모그 (airborne
smog)의 일부로 오염된 공기 내 peroxyacetylnitrate(PAN)를 형성하여 눈, 코, 목을
자극합니다.
2. 질소산화물 노출 시 즉시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의 영향은 무엇입니까?
낮은 농도의 질소산화물을 흡입하면 기침, 호흡곤란, 피로감, 메스꺼움과 같은 간헐적인
비특이적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출 이후에도 약 1~2일 동안 심각한 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량 농도에 노출되면 폐 손상 및 질식, 또는 질식으로 인
한 급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노출이 심각할수록 증상은 더 심합니다.
3. 질소산화물 노출에 의한 증상은 치료될 수 있습니까?
질소산화물 노출에 대한 해독제는 없습니다. 치료는 일반적으로 환자에게 산소와 약물
을 제공하여 호흡을 용이하게 합니다.
4. 향후 건강상의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소규모 단일 노출에 의해 발생한 증상이 빠르게 회복된 사람들은 증상이 지연되어 재발
하거나 장기간 인체 영향을 일으킬 가능성이 낮습니다. 반면 심한 노출인 경우에는 폐손
상이 동반되어 천식, 폐렴, 기관지염이 동반될 수 있으며 폐에 영구적인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5. 질소산화물에 노출된 사람에게 어떤 검사를 할 수 있습니까?
혈액이나 소변에서 질소산화물을 검출하는 검사는 일반적으로 의사에게 유용한 검사는
아닙니다. 심각하게 노출되었을 때는 혈액, 소변 분석, 폐기능 검사 및 기타 다른 검사
등을 통하여

폐, 심장 및 뇌 손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검사가 필

요하지는 않습니다.
6. 질소산화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하거나 유해가스노출 환경보건
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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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환자 후속지침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고, 다음 진료예약 확인 및 표기된 지침을 따르십시오.
24시간 이내에 특이증상 또는 징후가 발현되는 경우 응급실 또는 예약의사에게 전화문의
바랍니다.

※ 특히 아래의 증상인 경우
▶ 기침, 천명음(호흡시 "쌕쌕” 거리는 소리)
▶ 호흡 곤란
▶ 가슴 통증 또는 압박감
▶ 위약감, 피로, 감기 유사 증상
▶ 피부 노출 부위 발적 및 고름
[ ] 위에 기술된 증상이 발현되지 않는다면 추후 진료예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 필요시 전화문의 약속, 예약 의사 :
☞ 의사에게 전화문의 시(

전화번호 :

)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

) 일 재진 예약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십시오.
[ ] 추후 추적검사 및 진료를 위한 진료예약
(

) 응급실 / 클리닉, (

)월/(

)일, AM/PM

(

)

[ ] 1~2일은 격렬한 신체 활동을 하지 마세요.
[ ] 운전 및 기계 작동을 포함한 일상적인 활동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

(

) 일 동안은 업무에 복귀하지 마십시오.

[ ] 당신은 조건부로 업무에 복귀 가능합니다. 아래의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

] 적어도 72시간 이상 담배 연기에 노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담배 연기가 폐의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음.

[

] 적어도 24시간 이상 술을 마셔서는 안 됩니다; 술이 위장 및 다른 손상 부위를 악화시
키거나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음.

[ ] 다음과 같은 약물은 복용하지 마십시오 :
[ ] 기존에 처방받은 다음의 약물들은 계속해서 복용 가능합니다. :
다음과 같은 인터넷 웹 사이트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 안전관리정보시스템”나 “유해가
스노출 환경보건센터”에서 화학 물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환자 서명 :

날짜 :

의사 서명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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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1,1-트리클로로에탄
1)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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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급실 처치 매뉴얼
[ 1,1,1-트리클로로에탄 중독 환자의 치료 및 배치 원칙 ]
1. 제염 여부에 상관없이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저혈압 이거나 경련이나 심장 부정맥을 보
인다면 기존 전문생명소생술(Advanced Life support, ALS) 프로토콜에 따라 ABC(Air
way, Breathing, Circulation) 순서로 위험 소견에 우선순위를 두고 진료를 진행한다.
2. 해독제가 없으므로 보존적 치료와 임상적으로 발생 가능한 전신 독성 발현(중추신경계
손상,

호흡곤란)에

대한

평가를

시행한다.

CBC,

blood

glucose,

electrolyte,

renal-function tests, LFT, ECG 모니터링을 시행한다. 심각한 흡입 노출이나 폐 흡입
이 예상되면 chest radiography, pulse oximetry, ABGA 검사를 시행한다.
3. 심각한 수준으로 흡입 혹은 음독 노출되어 의식 소실, CNS 억제증상, 동공반사, DTR의
감소, 호흡곤란의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은 입원시킨다.
4. 혈액 또는 누출된 대기 중의 1,1,1-트리클로로에탄 측정은 임상적으로는 유용하지 않지
만 노출을 평가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1,1,1-트리클로로 에탄에 대한 노출 평가는 혈액
또는

소변에서

트리클로로

에탄올(trichloroethanol)

또는

트리클로로

아세트산

(trichloroacetic acid)의 측정이 제안될 수 있지만, 1,1,1-트리클로로에탄에 특이
(specific)하지는 않다.
5. 1,1,1-트리클로로에탄에 노출된 환자들 중 처음부터 경미한 증상을 나타내었고 6~8시간
후에도 증상이 없는 환자, 정신상태의 변화가 없는 환자는 퇴원 할 수 있다.
6. 노출 후 6~8시간 이상 무증상인 환자들의 경우는 연락처를 남기고 증상 발현 시를 대비
한 안내 지침서를 받아가지고 퇴원한다(1,1,1-트리클로로에탄 - 환자 후속지침 참조). .

[ 1,1,1-트리클로로에탄 노출 환자 발생시 시행 할 Laboratory test ]
CBC, blood glucose, electrolyte, renal-function tests, LFT, serum lactate, ECG
모니터링, chest radiography, pulse oximetry, ABGA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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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상시 처치 ]
1. 우선 환자 제염이 확인되면 환자를 중환자 처치 구역으로 옮겨 온열 화상에 준해 치료
한다.
2. 1,1,1-트리클로로에탄에 젖어 있는 환자의 옷은 신속히 제거하고, 오염된 피부와 머리는
담수로 3~5분가량 (가능하면 샤워기 세척으로) 충분히 세척하고 비누로 2번째로 세척한
다. 물로 철저히 씻는다.
(어린이나 노인의 경우 차가운 물로 오염물질 제거 시 저체온 증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
히 담요나 워머를 사용한다)

[ 눈 노출 환자의 처치 ]
1. 제염 단계에서 눈 부위 노출 혹은 자극 증상이 있을 때, 최소 15분 이상 혹은 통증이
완화될 때까지 물 또는 생리식염수로 씻어내야 한다.
(눈에 2차 손상을 줄 수 있는 콘택트렌즈 등은 제거한다. 만약 부식성 물질이 의심 되거
나 통증이나 손상이 명확하다면 환자를 중환 처치 구역으로 이송하는 동안에도 계속 안
구를 세척한다.
2. 중환 처치 구역으로 옮긴 후에는 적절한 안구 세척이 이루어 졌는지를 확인한다. 안되어
있으면 최소 5분 이상 혹은 통증이 완화될 때까지 생리 식염수로 세척해야 한다. 시력
(Visual acuity)을 테스트한다. 각막 손상 가능성을 고려하여 눈을 검사하고 적절히 치
료한다. 각막 손상이 있는 경우는 즉각 안과 협진을 시행한다.

[ 가스형태 호흡기 노출 환자의 처치 ]
1. 1,1,1-트리클로로에탄 기체에 흡입 노출된 환자가 호흡곤란 증상이 있다면 마스크로 산
소를 공급한다.
호흡기가 손상된 경우 기관 내 삽관을 통해 기도를 유지한다. 가능하지 않다면 외과적
으로 기도를 만든다.
- 기관지 연축을 보이는 경우 분무형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하여 치료한다.
- 복합 화학 물질에 노출된 경우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할 때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 기관지 확장제를 선택할 때 환자의 심근 건강상태를 고려해야 한다.
- 에피네프린(epinephrine)이나 이소프로테리놀(isoproterenol) 같은 교감신경흥분 제제들
은 치명적인 부정맥을 촉진할 수 있으므로 사용을 피해야 한다. 선택적인 베타-2 작용
제들의 사용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임상적 사용에 대한 보고는 부족하다. Theophylli
ne 유도체는 연구되지 않았다. 심장 부정맥의 위험이 높아 모든 카테콜라민을 주의해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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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독 형태 노출 환자의 처치 ]
1. 음독 시에는 절대로 환자에게 구토를 유도하지 않도록 한다. 활성탄 현탁액(activated
charcoal)을 이전에 투여하지 않았고, 환자가 의식이 명료하고 증상이 없으며 정상 구
역반사를 보인다면 활성탄 현탁액을 1g/kg용량(보통 성인 60~90g, 소아 25~50g)으로
투여한다.

탄산음료와

빨대가

있으면

소아

환자들에게

활성탄

현탁액(activated

charcoal)을 제공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
2. 비위관 삽관 및 위흡인 적응증
1) 다량 음독 상황
2) 환자의 상태가 응급실 내원 30분 이내 평가되는 경우
3) 환자가 구강 내 병변을 갖고 있거나 지속적인 식도 부위 불편감을 호소
4) 음독 후 1시간 이내에 Levin tube 삽관 및 흡인이 가능한 경우
- 비위관 삽관 및 위흡인
① 얇은 비위관을 삽관한다
② 비위관을 통하여 위 내에 있는 액체형 화학물질을 흡인한다.(이때 생리식염수 등을 넣
어 세척 하지 않는다)
③ 활성탄 용액을 비위관을 통하여 투여하고, 제거한다.
④ 추가 활성탄 투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비위관을 남겨놓는다.
⑤ 부식제 등 식도 및 위장의 손상으로 삽관 시 천공위험이 있다면 금기시 된다.

3. 소아 환자의 천공의 위험이 있으므로 내시경적 Levin tube를 삽관하고 흡인하는 것은
시행하지 않는다. (단, 내시경 가이드가 되는 경우에만 비위관 삽관을 시행한다.)
4. 독성 구토물이나 위 세척액은 세척 튜브를 고립된 벽면 흡인기나 다른 밀폐된 공간에
연결하여 고립시킨다.
5. 1,1,1-트리클로로에탄을 음독한 환자가 기침을 하거나 호흡곤란 소견을 보이면 흡인성
폐렴의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대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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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급실 대응 리스트
I. 일반적 특성
동의어 : Synonyms include "-T, "-trichloroethane, chloroethene,
methylchloroform, methyltrichloromethane, TCEA,
and trichloromethylmethane.
1,1,1- 트리클로로 에탄은 무색의 불연 액체이다. 빠르게 증발하고 달콤한 클로로포름 냄
새가 난다. 물에서의 용해도는 무시할 정도로 작지만 대부분의 유기용제에서 혼합된다. 대
기 중 7.5%~15.5%의 농도가 있으면 스파크나 불꽃에 의해 점화되어 폭발 할 수 있다. 26
0℃ 보다 높은 온도에서 1,1,1-트리클로로 에탄은 분해되어 수소를 형성한다.
1,1,1-트리클로로에탄은 분해되어 심각한 호흡기 자극제인 염화수소와 미량의 포스겐을
형성한다. 1,1,1-트리클로로 에탄은 주변 온도에서 금속, 화염 및 습기가 없는 통풍이 잘되
는 장소에 보관해야한다.

II. 노출의 경로
1. 흡입 : 대부분의 노출이 흡입에 의해 발생하고 쉽게 폐로 흡수된다. 1,1,1-트리클로로에
탄 냄새의 역치는 44ppm가량으로 일반적으로 급성기 위험물 농도를 적절히 경고해 줄
수 있는 정도이며 이는 OSHA PEL(permissible exposure limit)의 1/8 미만이다.
1,1,1-트리클로로에탄 증기는 공기보다 무거워서 환기가 잘 안 되거나 낮은 지역의 밀폐
된 공간에서 질식을 유발할 수 있다.
1,000 ppm에 1시간 노출되면 어지러움과 의식 소실을 유발할 수 있다. 중추신경계
(CNS) 억제증상은 일반적으로 5,000ppm에서 시작된다. 10,000 ppm 이상의 수치는 경
련, 저혈압, 심장 부정맥, 혼수 및 사망을 유발할 수 있다.
2. 피부/안구 접촉 :
성인과 같은 수준의 1,1,1-트리클로로에탄 증기에 노출된 어린이는 비교적 큰 표면적 :
체중 비율 때문에 피부에 영향을 미치는 독성에 더 취약하다. 또한, 신장이 작아 1,1,1트리클로로에탄 증기의 농도가 높아지면 같은 위치에 있는 성인보다 더 높은 수준에 노
출 될 수 있다.
일시적인 화학 결막염은 높은 수준의 증기에 노출되거나 액체 1,1,1- 트리클로로 에탄과
직접 접촉하여 생길 수 있다. 액체는 피부에 비교적 덜 자극적이고, 손상되지 않은 피부
를 통한 흡수가 느리기 때문에 두꺼운 의류 또는 기타 비침투성 물질로 피부가 보호되
어 있다면 전신 독성은 거의 없다.
3. 음독 : 위장관 흡수가 빠르며 흡입 노출 시 나타나는 것과 유사한 전신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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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원료/용도
- 1,1,1-트리클로로에탄은 다른 염소화 및 인화성 용제의 안전한 대체제로 처음 개발된
합성 화학 물질이다. 1,1,1-트리클로로 에탄을 공업적으로 생산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
은 1,1-디클로로에탄을 얻기 위해 염산과 염화비닐을 반응시킨 다음 열 또는 광화학적
염소화를 시행하는 것이다.
- 산업 분야에서는 용제 및 냉기 및 증기 탈지제로 널리 사용된다. 에어로졸 스프레이, 얼
룩 클리너, 접착제 및 윤활제를 포함한 많은 가정용 제품에 사용되었다. 현재에는 더 이
상 사용되지 않지만 일부는 가정, 차고, 작업장 및 유해 폐기물 사이트에서 여전히 발견
될 수 있다. 또한 중추 신경계 중독 효과 때문에 의도적으로 사용 또는 마취제로도 사용
되었다. 1,1,1-트리클로로에탄은 오존층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생산은 1996
년에 단계적으로 중단되었지만 2002년까지 원자재로 공급할 수 있었다.

IV. Standards and Guidelines:
- OSHA PEL(permissible exposure limit) = 350ppm (8시간 근무 교대 가정하에 평균
노출 허용 농도)
- NIOSH IDLH(immediately dangerous to life or health) = 700 ppm

V. 물리적 특성
- 기술 : 맑은 무색의 액체
- 경고 특성 : 44ppm의 농도에서 클로로포름과 같은 냄새
- 분자량 : 133.40 달톤(Daltons)
- 끓는점(760mmHg)*: 74.1℃
- 어는점* : -30.56℃,
- 비중* : 1.34 at 20℃ (water = 1)
- 증기압* : 100mmHg (20℃)
- 기체 밀도 : 4.63 (공기 = 1)
- 수용성 : 비수용성
- 인화성* : 불연성으로 간주되어 일반적으로 요구됨.
예열하기 전에 고 에너지 발화 (예: 발파 캡) 또는 고산소의 특별한 상황 하에서, 증기
는 점화되어 연소되거나 폭발 할 수 있다.
- 인화 범위: 7.5%~15.5%(concentration in air)

VI. 병용 불가 물질: 강한 부식제, 강한 산화제 또는 아연, 나트륨 또는 칼륨 또는 알루
미늄 및 마그네슘 분말과 같은 화학 활성 금속과 접촉 할 때 분해되어 염화수소 가스를 형
성 할 수 있다. 1,1,1-트리클로로 에탄은 물과 천천히 반응하여 염산을 형성하며 260℃ 이
상에서 점화되거나 연소될 때 미량의 포스겐을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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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응급실 처치
[ 제염 단계 ]
1. 1,1,1-트리클로로에탄은 현재 해독제가 없는 화학물질이다. 대응 의료진들은 어떤 상황
에서도 항상 화학물질대비 개인보호구(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 Level C
를 착용한다. 단, 특수 상황에서는 드물게 Level B가 필요할 수도 있다. PPE (예:
Tyvek 또는 Saranex 등) 또는 부틸(butyl) 고무 재질의 앞치마, 여러 겹의 라텍스 장
갑, 눈 보호 장비 등을 착용한다.
(병원 전 단계에서 Hot zone과 Warm zone 및 Support zone을 거쳐 제염을 받거나
제염이 필요하지 않은 환자들이 응급실로 이송되기 때문이다. 단, 환자가 1,1,1-트리클
로로에탄이 포함된 다량의 토사물을 구토하는 경우나 의료진이 1,1,1-트리클로로에탄 액
체에 접촉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드물지만 PPE Level B가 필요할 수도 있다.)
2. 환자가 병원 내원 전 단계에서 단순히 1,1,1-트리클로로에탄 기체에 노출되었고 제염 처
치를 받았으며 피부나 눈의 자극 증상이 없다면 전문생명소생술(Advanced Life
Support, ALS) 프로토콜에 따라 ABC(Airway, Breathing, Circulation) 순서로 중환자
진료 구역에서 진료를 진행한다.
3. 만약 제염 처치를 받지 않았거나 1,1,1-트리클로로에탄 액체에 접촉이 의심되거나 피부
나 눈에 제염을 요하는 자극증상이 있는 모든 환자는 응급실 입실 전 제염 구역
(Decontamination Zone)에서 먼저 제염을 시행한다.
4. 의료인은 소아 환자의 경우 보호구 착용으로 인해 공포를 조장하여 좀 더 처치하기가
힘들 수 있음을 인지하고 사전에 대처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어야 한다.
5. 소아 환자들은 몸무게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커다란 체표면적 때문에 피부를 통해 흡수
되는 독성 물질들에 더 취약하다. 또한, 응급실 의료진은 소아들이 손을 입에 갖다 대는
빈도가 많다는 점을 근거로 소아들의 구강도 검사해야 한다.
6. 기도, 호흡, 혈액 순환을 평가하고 보조한다. 호흡 부전이 있는 경우에는 기관 삽관을
통해 기도와 호흡을 확보한다. 만약 불가능하면 기관 절개나 윤상 갑상 연골 절개와 같
은 외과적인 방법으로 기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한다.
7. 기관지 경련이 있는 환자들은 연무화된 기관지 확장제로 치료한다. 그러나 에피네프린이
나 이소프로테리놀과 같은 교감 신경 흥분제의 사용은 치명적인 부정맥을 촉발할 수 있
어서 피해야 한다. 선택적 베타-2작용제가 선호되나 그것들을 사용했다는 임상적인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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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는 부족하다.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저혈압이거나 경련이나 심실 부정맥을 보인다면
기존 ALS 프로토콜에 따라 ABC 순서로 위험 소견에 우선순위를 두고 진료를 진행해야
한다.
(테오필린 유도체들은 연구가 되어 있지 있다. 심부정맥 발생의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카테콜라민은 주의하며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어떤 종류의 기관지 확장제
가 투여되어야 할지 결정하기 전에 심근 건강을 고려해야 한다.)
8. 기본 제염 시에는 환자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으면 자신들이 제염을 하도록 한다. 오염
된 옷가지와 개인 소유물을 각각 다른 봉투에 보관하고 가능한 빨리 제거하는 것이 매
우 중요하다.
9. 1,1,1-트리클로로에탄에 젖어 있는 환자의 옷은 신속히 제거하되, 증기 형태의 분무 오
염 가능성 등의 2차 오염에 주의한다. 1,1,1-트리클로로에탄 액체에 오염된 피부와 머리
는 담수로 3~5분가량 (가능하면 샤워기 세척으로) 충분히 세척하고 비누로 2번째로 세척
한다. 물로 철저히 씻는다.
(어린이나 노인의 경우 차가운 물로 오염물질 제거 시 저체온 증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
히 담요나 워머를 사용한다)
10. 눈 부위 노출 혹은 자극 증상이 있을 때, 최소 5분 이상 혹은 통증이 완화될 때까지
담수로 씻어내야 한다.
(눈에 2차 손상을 줄 수 있는 콘택트렌즈 등은 제거한다. 만약 부식성 물질이 의심되거
나 통증이나 손상이 명확하다면 환자를 중환 처치 구역으로 이송하는 동안에도 계속 안
구를 세척한다. 안통 및 안검 경련 발생시 증상완화를 위해 안과용 마취제 <예, 0.5 %
tetracaine 또는 proparacaine>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단, 1,1,1-트리클로로에탄과 반
응을 일으켜 손상을 줄 수 있는 다음의 약물들은 같이 투여함을 피한다. 예) strong
oxidizers, strong acids)
11. 음독 시에는 절대로 환자에게 구토를 유도하지 않도록 한다. 탄화수소 흡착을 위한
활성탄의 사용은 제한되어 있지만, 특히 혼합된 과용량의 경우에는 일부 효과를 볼 수
도 있다. 만약 환자가 의식이 명료하고 증상이 없으며 정상 구역반사를 보인다면 활성
탄 현탁액을 1g/kg용량(보통 성인 60~90g, 소아 25~50g)으로 투여한다. 탄산 음료와
빨대가 있으면 소아 환자들에게 활성탄 현탁액(activated charcoal)을 제공할 때 도움
이 될 수 있다.
(환자가 토한 오염물은 직접 접촉 위험이나 1,1,1-트리클로로에탄 기체가 생성될 위험
등의 간접 접촉 위험이 있어 의료진이나 주변인들이 접촉 시 2차적인 중독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밀폐된 공간에 고립 저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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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제염 시에도 빠른 처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환자의 생체 활력징후가 불안정
하거나 의식이 없다면 ALS 프로토콜대로 진행함으로 제염을 대체한다.

[ 중환 구역 처치 단계 ]
1. 충분히 오염제거가 되었음을 확인한 후에는 기존의 A, B, C의 평가와 조치를 한다. 중
증으로 판단되는 환자 중 중환자 구역 처치 전 단계에서 정맥로 확보가 안 되었던 환자
에게는 정맥로를 확보한다. 지속적으로 심장 기능 모니터링을 한다. 보존적인 치료와 임
상적으로 발생 가능한 전신 독성 발현에 대한 평가를 시행한다.
2. 혼수, 쇼크, 저혈압, 발작, 심장 부정맥 등의 증상은 기존의 ALS 프로토콜대로 대응한
다.
3. 흡입 노출
1,1,1-트리클로로에탄 기체에 흡입 노출된 환자가 호흡곤란 증상이 있다면 마스크로 산
소를 공급한다. 기관지 경련이 있는 환자들은 분무화된 기관지 확장제로 치료한다. 그러
나 에피네프린이나 이소프로테리놀 같은 교감신경흥분 제제들은 치명적인 부정맥을 촉
진할 수 있으므로 사용을 피해야 한다. 선택적인 베타-2 작용제들이 선호될 수 있으나
이러한 제제들의 임상적인 사용에 대한 보고들은 부족한 상황이다.
(테오필린 유도체들은 연구가 되어 있지 않다. 심부정맥 발생의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카테콜라민은 주의하며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어떤 종류의 기관지 확장제
가 투여되어야 할지 결정하기 전에 심근 건강을 고려해야 한다. 흡입 노출 후 3일 이후
에 폐부종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므로 초기 경과 관찰 중 증상이 없다고 해서 안전하
다고 말할 수 없다.)
4. 피부 노출
1,1,1-트리클로로에탄 액체에 피부가 장기적으로 노출된 경우는 화학화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열에 의한 화상에 준해 치료한다. 소아 환자들은 몸무게에 비해 상대
적으로 더 커다란 체표면적 때문에 피부를 통해 흡수되는 독성 물질들에 더 취약하다.
또한, 응급실 의료진은 소아들이 손을 입에 갖다 대는 빈도가 많다는 점을 근거로 소아
들의 구강도 검사해야 한다.
5. 눈 노출
적절한 안구 세척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다. 안되어있으면 최소 5분 이상 혹은 통증
이 완화될 때까지 생리 식염수로 세척 해야 한다. 시력(Visual acuity)을 테스트한다. 각
막 손상 가능성을 고려하여 눈을 검사하고 적절히 치료한다. 각막 손상이 있는 경우는
즉각 안과 협진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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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음독 노출
절대로 환자에게 구토를 유도하지 않도록 한다. 활성탄 사용의 적응증과 용량은 제염구
역 11번 음독단계 대처와 동일하다.
위장관 손상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내시경을 고려한다. 인후두가 극도로 부은 경
우에는 기관삽관이나 윤상 갑상 연골 절개가 필요할 수도 있다. Levin tube를 삽관하고
흡인하는 것은 독성물질을 제거하고 내시경 검사를 준비하기 위한 특정한 상황에 유용
하다. 보지 않고 비위관을 넣는 경우는 화학적으로 손상 받은 식도나 위를 더 손상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소아 환자의 천공의 위험이 있으므로 내시경 가이드가
되는 경우에만 Levin tube를 삽관하고 흡인을 시행한다.
● 비위관 삽관 및 위흡인 적응증
(1) 다량 음독 상황
(2) 환자의 상태가 응급실 내원 30분 이내 평가되는 경우
(3) 환자가 구강 내 병변을 갖고 있거나 지속적인 식도 부위 불편감을 호소
(4) 음독 후 1시간 이내에 Levin tube 삽관 및 흡인이 가능한 경우
독성 구토물이나 위세척액은 세척 튜브를 고립된 벽면 흡인기나 다른 밀폐된 공간에
연결하여 고립시켜야 한다. 1,1,1-트리클로로에탄을 음독한 환자가 기침을 하거나 호흡
곤란 소견을 보이면 흡인성 폐렴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음독 6시간 이내에 흡인성 폐렴의
임상징후를 보이지 않은 환자들은 좀처럼 흡인성 화학 폐렴으로 진행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 비위관 삽관 및 위흡인
① 얇은 비위관을 삽관한다.
② 비위관을 통하여 위 내에 있는 액체형 화학물질을 흡인한다.(이때 생리식염수 등을 넣
어 세척하지 않는다)
③ 활성탄 용액을 비위관을 통하여 투여하고, 제거한다.
④ 추가 활성탄 투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비위관을 남겨놓는다.
⑤ 부식제 등 식도 및 위장의 손상으로 삽관 시 천공위험이 있다면 금기가 된다
7. 해독제와 다른 치료법들
1,1,1-트리클로로에탄에 대한 해독제는 없다.
8. 혈액검사
모든 노출 환자들을 대상으로 CBC, blood glucose, electrolyte, renal-function
tests, LFT, serum lactate, cardiac marker, CoHb, ECG 모니터링을 시행한다. 이중
특히 심각한 흡입 노출이나 폐 흡인이 예상되면 chest radiography, pulse oxim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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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GA 검사가 필요하다.
혈중 1,1,1-트리클로로에탄 레벨은 임상적으로는 유용하지 않지만 노출을 기록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1,1,1-트리클로로에탄은 메틸마뇨산(methylhippuric acid)으로 대사되
어 뇨로 배출된다. 1,1,1-트리클로로에탄은 24시간 이내에 거의 완전히 배출된다. 뇨 중
메틸마뇨산 레벨은 전신 독성효과와 크게 관련이 없으며 응급실 기반으로 쓸 수 없지만
1,1,1-트리클로로에탄 중독의 진단이나 원인을 확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 응급실 진료 이후 환자 배치 및 추적 검사 ]
1. 심각한 수준으로 흡입 혹은 음독 노출되어 중추신경계 억제나 의식 소실, 호흡곤란의 증
상을 보이는 환자들은 입원시킨다.
2. 지연 효과
입원시킨 환자들 중 단 일, 소량 노출에 의해 발생한 증상이 빠르게 회복된 경우, 증상
이 지연되어 발생하거나 장기간 인체에 영향을 일으킬 가능성은 거의 없다. 고용량 노출
또는 수년 동안의 장기간 노출된 경우에는 뇌, 피부, 간 및 심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3. 환자 퇴원
노출 후 6~8시간 이상 무증상인 환자들의 경우는 연락처를 남기고 증상 발현 시를 대비
한 안내 지침서를 받아 가지고 퇴원할 수 있다(1,1,1-트리클로로에탄 - 환자 후속지침
참조).
4. 추적 검사
환자의 일차 진료진에게 환자의 응급실 방문 기록에 관한 정보를 보낼 수 있도록 일차
진료진의 이름을 확보한다. 피부화상이나 각막 손상이 있었던 환자는 24시간 이내에 재
진료를 받아야 한다. 1,1,1-트리클로로에탄에 심각한 노출이 있었던 환자는 간 기능검사
와 신경학적 검사를 추적관찰 하여야 한다.
5. 보고
작업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 시 보고할 파일을 만들어 관할 노동부에 연락하여야 한다.
(응급실에 내원하지 않았을지라도 다른 환자가 현장에 있을 수 있으며 사고가 작업장에
서 발생했다며 추후 회사 관계자와 토의함으로써 추후 발생 가능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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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물질 정보 시트
※ 이 유인물은 1,1,1-트리클로로에탄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 및 후속조치에 관
한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1. 1,1,1-트리클로로에탄이란 무엇입니까?
1,1,1-트리클로로에탄은 무색의 휘발성이 있으며 달콤한 클로로포름 냄새가 나는 불연
성 액체입니다. 다른 화학 물질을 만드는데 사용됩니다. 금속 부품에서 기름 세척을 위
해 사용되기도 합니다. 세척제와 접착제 같은 많은 가정용 제품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
다. 1,1,1-트리클로로에탄의 사용은 오존층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에 의해 단계적으로 사용이 금지되었지만, 여전히 가정, 차고 또는
작업장에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흡입하기도 합니다.
2. 1,1,1-트리클로로에탄 노출에 의한 건강상의 영향은 무엇입니까?
1,1,1-트리클로로에탄을 흡입 또는 섭취가 현기증, 시야혼탁, 흥분, 메스꺼움 및 구토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흡입하거나 다량 섭취하면 불규칙한 심장 박동, 실신, 혼수
상태, 심지어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피부에 고농도의 1,1,1-트리클로로에탄과
장시간 접촉한 경우, 피부 발진이나 화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노출이 심
할수록 증상은 더 심합니다.
3. 1,1,1-트리클로로에탄 노출에 의한 증상은 치료될 수 있습니까?
1,1,1-트리클로로에탄에 대한 해독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증상이 발생한 경우 치료할 수
있으며 노출된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회복됩니다. 다량의 1,1,1-트리클로로에탄을
섭취하였거나 흡입한 경우에는 입원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향후 장기간 건강상의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1,1,1-트리클로로에탄의 단일, 소량 노출에 의해 발생한 증상이 빠르게 회복
된 사람들은 증상이 지연되어 발생하거나 장기간 인체에 영향을 일으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고용량 노출 또는 수년 동안의 장기간 노출된 경우에는 뇌, 피부, 간 및 심장
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5. 1,1,1-트리클로로에탄에 노출된 사람에게 어떤 검사를 할 수 있습니까?
혈액 및 소변에서 1,1,1-트리클로로에탄 분해 생성물의 존재에 관한 특정 검사가 가능
하지만 일반적으로 의사에게 유용하지는 않습니다. 증상의 중증도에 따라 의사는 혈액
검사, 소변 검사, 흉부 X 선 검사, 심장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검사는 심장, 신장, 폐, 간의 손상 여부를 확인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
출된 모든 경우에 검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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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1,1-트리클로로에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인터넷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하거나 유해가스노출 환
경보건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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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환자 후속지침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고, 다음 진료예약 확인 및 표기된 지침을 따르십시오.
24시간 이내에 특이증상 또는 징후가 발현되는 경우 응급실 또는 예약의사에게 전화문의
바랍니다.

※ 특히 아래의 증상인 경우
▶ 급격하고 심한 무력감, 실신 또는 현기증
▶ 불규칙한 심장 박동
▶ 호흡곤란, 기침 또는 천명음
▶ 통증의 악화나 상처난 눈에서의 분비물 증가
[ ] 위에 기술된 증상이 발현되지 않는다면 추후 진료예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 필요시 전화문의 약속, 예약 의사 :
☞ 의사에게 전화문의 시(

전화번호 :
)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

) 일 재진 예

약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십시오.
[ ] 추후 추적 검사 및 진료를 위한 진료예약
(

) 응급실 / 클리닉, (

)월/(

)일, AM/PM

(

)

[ ] 1~2일은 격렬한 신체 활동을 하지 마세요.
[ ] 운전 및 기계 작동을 포함한 일상적인 활동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

(

) 일 동안은 업무에 복귀하지 마십시오.

[ ] 당신은 조건부로 업무에 복귀 가능합니다. 아래의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

] 적어도 72시간 이상 담배 연기에 노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담배 연기가 폐의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음.

[

] 적어도 24시간 이상 술을 마셔서는 안 됩니다; 술이 위장 및 다른 손상 부위를 악화시
키거나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음.

[ ] 다음과 같은 약물은 복용하지 마십시오 :
[ ] 기존에 처방받은 다음의 약물들은 계속해서 복용 가능합니다. :
다음과 같은 인터넷 웹 사이트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 안전관리정보시스템”나 “유해가
스노출 환경보건센터”에서 화학 물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환자 서명 :

날짜 :

의사 서명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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