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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메칠이소시이나이트
1)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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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급실 처치 매뉴얼
1. 흡입노출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에게는 산소마스크로 산소를 투여한다. 분무화된 기관지
확장제로 기관지연축을 보이는 환자를 치료한다. 다수의 화학물질에 노출된 경우에 기
관지 감작제의 사용은 위험할 수 있다. 또한 심근의 건강을 고려하여 어떤 종류의 기관
지 확장제를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Methyl Isocyanate 중독은 기관지 혹은
심장 감작제의 사용동안에 부가적인 위험을 일으키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Stridor가 발생하는 어린이들을 위해 racemic epinephrine aerosol을 고려한다.
용량은 2.25% receminc epinephrine(0.25~0.75 mL + 물에 희석)을 20분마다 반복
한다. 심근 부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
2. 피부 노출
액체 Methyl Isocyanate 형태에 노출된 피부는 화학 화상을 입을 수 있다. 이 경우에
는 열탕 화상에 의한 화상 치료에 준한 치료를 하면 된다.
3. 눈 노출
최소 15분 이상 안구 세척을 시행한다. 시야를 평가 한다. 각막 손상이 의심되는 경우
에는 안과에 협진을 의뢰한다.
4. 음독 노출
구토를 유발하지 않는다.(억지로 토하게 해서는 안된다.) 환자 의식이 명료하면 활성
탄 현탁액을 1 gm/kg 단위로 투여한다. 보통 성인의 용량은 60~90g이다. 소아 환자에
게 음료수 캔과 빨대를 주면 활성탄을 먹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위장관 손상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내시경을 고려한다. 극심한 인후두 부종이 있을
때는 기관 삽관이나 윤상갑상연골 절개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
부식성 물질을 제거하거나 내시경을 준비하기 위한 특수 상황에서는 Levin tube를
이용한 위 흡인과 활성탄투여가 유용하다.
작은 비위관으로 위흡인과 활성탄 투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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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위관 삽입에 의한 천공의 위험이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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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내시경으로 가이드하며 비위관을 삽입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위세척을 하지 않는다.
독성 토사물은 증기가 나오거나 직접 접촉에 의하여 독성 효과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격리하여 처리 하여야 한다.
5. 해독제
해독제가 없으므로 ALS와 제염 후 보존적인 치료에 집중하여 치료한다.
6. Laboratory Tests
CBC, blood glucose, electrolyte , LFT, serum lactate, cardiac marker, chest
radiography, and pulse oximetry, ABGA, CoHb, ECG monit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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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급실 대응 리스트
( 제염 단계 )
1. 대응 의료진들은 단순히 가스에 노출되어 의료진에게 이차 오염을 일으킬 가능성
이 없는 환자들을 대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화학물질대비 개인 방호 슈트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 Level B or C를 착용한다.
(Methyl Isocyanate에 젖은 옷이나 환자의 피부나 토사물에 접촉하면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진도 급성 중독되어 짧게는 수 분 내에 전신 증상을 나타내고 사망할
수 있기 때문)
2. Methyl Isocyanate 중독은 해독제가 없다. 환자가 병원 내원 전 단계에서 단순히
Methyl Isocyanate 기체에 노출 되었고 제염 처치를 받았으며 피부나 눈의 자극
증상이 없다면 전문 생명 소생술(Advanced Life support, ALS)프로토콜에 따라
ABC(Airway , Breathing, Circulation)순서로 중환자 진료 구역에서 진료를 진행
한다. 주로 호흡 문제가 많으므로 호흡기계 보조에 유의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
기관 내 삽관이나 윤상갑상연골절개술 등의 술기가 필요한 경우 잘 훈련되고 보호
장비를 갖춘 인원이 수행하도록 한다.
3. 기관지 연축이 있는 환자들은 산소와 albuterol 과/혹은 steroid와 같은 분무화된
기관지 확장제로 미리 정한 프로토콜에 따라 치료 한다. 아이들은 기도의 직경이
작기 때문에 성인보다 부식제에 더 취약 할 수 있다. 협착음이 들리는 상기도 폐
쇄로 진행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연무화된 라세믹 에피네프린 사용을 고려한
다. 2.25 %의 라세믹 epinephrine 용액 0.25-0.75mL를 필요에 따라 매 20 분마
다 반복하여 심근 변동성에 주의하며 분무한다. 지연 발병 할 수 있는 비심장성
폐부종의 경우 적절한 환기 및 산소 공급을 유지한다. 기계 환기 및 PEEP
(positive-end-expiratorypressure)가 필요할 수 있다. 압력손상 및 기타 합병증
을 최소화 최소화하려면 적절한 산소 공급을 유지하면서 PEEP은 가능한 가장 낮
은 양을 사용한다. 폐부종에 대한 약물 치료를 고려한다.
4. 만약 제염 처치를 받지 않았다면 응급실 입실 전 제염 구역(Warm Zone)에서 먼
저 제염을 시행한다. 하지만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저혈압 이거나 경련이나 심장
부정맥을 보인다면 기존 ALS 프로토콜에 따라 ABC순서로 위험 소견에 우선순위
를 두고 진료를 진행한다. 혼수상태, 저혈압, 발작 또는 부정맥을 앓고 있는 환자
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치료해야한다.
5. 환자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으면 자신들의 제염을 돕도록 한다. 오염된 옷가지와
개인 소유물을 각각 다른 봉투에 보관하고 가능한 빨리 피부에 접촉된 Methy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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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cyanate을 제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Methyl Isocyanate은 고 침투성으로 호흡기나 소화기 또는 피부를 통과하여 빠
른 시간 내에 환자의 사망을 유발 할 수 있다.)
6. 의료진은 단순히 가스에 노출되어 의료진에게 이차 오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없는
환자들을 대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한 Level C 이상의 호흡 보호는 해야 하며
PPE (예 : Tyvek 또는 Saranex 등) 중 Skin 보호가 되거나 부틸(butyl) 고무 재
질의 앞치마, 여러겹의 라텍스 장갑, 눈 보호 장비 등을 착용한다.
(Methyl Isocyanate 원액이나 용액은 대부분의 고무장갑과 포장 시트나 크림을
통과 하지만 부틸(butyl) 고무장갑이나 치마는 단기간에 좋은 피부 보호 장구이
다.)
7. Methyl Isocyanate에 젖어 있거나 녹은 환자의 옷은 신속히 제거하고, 흐르는 물
로 2~3분가량(가능하면 샤워기 세척으로) 충분히 세척하고 천연 비누로 2번 세척
한다.
(어린이나 노인의 경우 차가운 물로 오염물질 제거 시 저체온 증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히 담요나 워머를 사용한다)

8. 눈 부위 노출시, 적어도 15분 동안 생리 식염수로 씻어내야 한다.
눈에 2차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콘택트렌즈 등은 제거하고, 환자를 중환처치 구
역으로 이송하는 동안 계속 안구를 세척한다. 안통 및 안검 경련 발생시 증상완화
를 위해 안과용 마취제 <예, 0.5 % tetracaine 또는 proparacaine>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단, Methyl Isocyanate과 반응을 일으켜 손상을 줄 수 있는 다음의 약물
들은 같이 투여함을 피한다.
예) amines, oxidizers, acids, sodium hydroxide, calcium hydroxide,
sodium carbonate, caustic substances, and ammonia )
9. 음독시에는 절대로 환자에게 구토를 유도하지 않도록 한다. 만약 환자가 의식이
명료하고 증상이 없으며 정상 구역반사를 보인다면 활성탄 현탁액을 1g/kg용량(영
아, 소아, 성인 모두 같은 기준 적용)으로 투여함을 고려해야 한다. 소아에서 활성
탄을 투여 할 때는 음료수 캔과 빨대를 제공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보통
성인 용량은 60~90g, 소아 용량은 25~5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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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토한 오염물에 접촉 시 2차적으로 의료진이나 주변인들에게 중독의 위험
이 발생할 수 있다. 시안화합물은 장관으로의 흡수가 빠르므로 활성탄의 신속한
투여 여부가 효율성을 결정하는 요소가 된다. 만약 환자가 의식이 있고 음독 후
짧은 시간 내에 시행 될 수 있다면 Levin tube를 이용한 위 흡인술과 활성탄 투
여 시행을 고려해야 한다.
Levin tube를 이용한 위 흡인 및 활성탄 투여 후 위세척액과 토사물에서 Methyl
Isocyanate 기체가 생성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들을 고립시켜야 한다.)

10. 작은 비위관 (Levin tube)으로 위 흡인과 활성탄 투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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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위관 삽입에 의한 천공의 위험이 있기 때
문에 내시경으로 가이드하며 비위관을 삽입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위세척을 하지 않는
다. 독성 토사물은 증기가 나오거나 직접 접촉에 의하여 독성 효과를 일으킬 수 있으
므로 격리하여 처리 하여야 한다.

(중환 구역 처치 단계)

1. 충분히 오염제거가 되었음을 확인한 후에는 기존의 A,B,C의 평가와 조치를 한다.
중증으로 판단되는 환자 중 이 전 단계에서 정맥로 확보가 안되었던 환자에게는
정맥로를 확보한다. 지속적으로 심장 기능 모니터링을 한다.
혼수, 쇼크, 저혈압, 발작, 심장 부정맥 등의 증상은 기존의 ALS 프로토콜대로 대
응한다.
2. 지연 발병 할 수 있는 비심장성 폐부종의 경우 적절한 환기 및 산소 공급을 유지
한다. 기계 환기 및 PEEP (positive-end-expiratorypressure)가 필요할 수 있다.
barotrauma 및 기타 합병증을 최소화하려면 적절한 산소 공급을 유지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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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EP 가능한 가장 낮은 양을 사용한다. 폐부종에 대한 약물 치료를 고려한다. 화
학 폐렴 및 폐부종을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해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것은 논란
의 여지가 있다. 감염을 통제하기 위해 적응증이 되는대로 항생제를 사용해야한다.
손상된 하부 호흡기 조직은 감염되기 쉽다.
3. Methyl Isocyanate 액체나 용액에 피부가 노출된 경우는 화학 화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열에 의한 화상에 준해 치료한다. 그러나 노출된 후 전신 독성
발현까지 한 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으므로 증상과 징후를 지켜본다.

4. 눈 부위 노출 시, 적어도 15분 동안 생리 식염수로 세척해야 한다. 시력을 테스트
한다. 각막 손상 가능성을 고려하여 눈을 검사하고 적절히 치료한다. 각막 손상이
있는 경우는 즉각 안과 협진을 시행한다.

5. 음독 시에는 절대로 환자에게 구토를 유도하지 않도록 한다. 만약 환자가 의식이
명료하고 증상이 없으며 정상 구역반사를 보인다면 활성탄 현탁액을 1g/kg용량(영
아, 소아, 성인 모두 같은 기준 적용)으로 투여함을 고려해야 한다.
(만약 환자가 의식이 있고 음독 후 짧은 시간 내에 시행 될 수 있다면 Levin
tube를 이용한 위 흡인술 및 활성탄 투여 시행을 고려해야 한다.

Levin tube를

이용한 위흡인 시 사용한 튜브를 고립된 벽 흡인기나 밀봉된 용기에 연결시킨다.)

6. Methyl isocyanate 중독에는 해독제가 없다. 호흡기계와 심장기능에 대한 보존적
인 치료를 해야 한다.

7. 모든 노출 환자들을 대상으로 CBC, blood glucose, electrolyte , LFT, serum
lactate, cardiac marker, chest radiography, and pulse oximetry, ABGA,
CoHb, ECG 모니터링을 시행한다.

(응급실 진료이후 환자 배치 및 추적 검사)
1. 호흡기 또는 심근 통증이나 심각한 화상 화상이 있는 즉, 증상이 있는 환자는 입
원을 시켜 치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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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농도의 Methyl Isocyanate에 대한 급성 노출은 지연성 폐부종의 발병과 폐나
눈의 2차 감염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3. 72시간의 관찰 기간 동안 폐 증상에 대해 완전히 무증상이 된 환자는 합병증을 유
발할 가능성이 적다. 휴식을 취하고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풀어주고 의료 조치를
받을 것을 권장 후 퇴원합니다.(아래의 (Methyl Isocyanate - 환자 정보 시트 참
조). 담배 연기는 폐 손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노출 후 72시간 동안 금연해야
한다.
4. 추적 검사
환자의 일차 진료의 에게 환자의 응급실 방문 기록에 관한 정보를 보낼 수 있도록
일차 진료의의 이름을 확보한다. 심각하게 노출된 환자들은 호흡기 기능에 대하여 추
적 경과 평가를 받아야 한다. 각막 손상이 있었던 환자는 24시간 이내에 재진료를 받
아야 한다.
5.보고
작업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시 보고할 파일을 만들어 관할 보건소에 연락하여야 한
다.
(응급실에 내원하지 않았을 지라도 다른 환자가 현장에 있을 수 있으며 사고가 작
업장에서 발생 했다며 추후 회사 관계자와 토의함으로써 추후 발생 가능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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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물질 정보시트
1. Methyl Isocyanate 분자식: C2H3NO
2. CAS/ UN Number: 624-83-9/ 2480
3. 동의어 : isocyanomethane, isocyanatomethane, methylcarbylamine, and
MIC.
4. 특성: 39°C(102°F)미만의 온도에서 메틸이소시아나이트는 공기에 노출되었을 때 쉽
게 증발하는 가연성 액체이다. 가스형태의 메틸이소시아나이트는 공기보다 약 1.4
배 더 무겁다. 메틸이소시아나이트 액체는 톡 쏘는 자극적인

냄새가 나는 무색의

액체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2~5ppm정도의 낮은 수준에서 메틸이소시아나이트
증기의 냄새를 맡을 수 있다. 메틸이소시아나이트는 매우 가연성이 높고 폭발성이
강한 액체로 취급되고 운반된다.
5. 노출 경로
(1) 흡입: Methyl Isocyanate 증기는 폐를 통하여 쉽게 흡수 되며 흡입이 독성물질
침투의

중요한

루트가

된다.

악취

한계값은

OSHAPELTWA(0.02ppm)보다

약

100~250배 높다. 심각한 노출은 주로 작업 환경에서 발생한다. 악취 임계값 미만의
Methyl Isocyanate 증기에 급성으로 노출되면 눈과 호흡기 표피에 자극을 줄 수 있
다. 높은 농도의 증기에 급성으로 노출되면 심각한 폐부종이 발생하고 폐포벽이 손상
받으며 환자가 사망할 수 있다. 급성 노출의 생존자는 장기 호흡기 효과를 보일 수
있다.

the Immediately Dangerous to Life or Health(IDLH)한계가 3ppm에 불과

하고 검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험 농도에 대한 적절한 경고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인간에서 Methyl Isocyanate 증기의 감지 역치 범위는 2~5ppm이다. Methyl
Isocyanate 증기에 심각한 노출이 되면 폐부종이 발생하고 폐포벽이 손상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의 예가 1984년 인도 보팔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Methyl
Isocyanate가 공기 중에 심각히 방출되어 발생하였다. Methyl Isocyanate는 공기보
다 무거우며 환기가 잘 안되거나 밀폐되었거나 저지대인 공간에서 질식을 유발 할 수
있다.
소아 환자의 경우 어른과 같은 수준의 Methyl Isocyanate 증기에 노출된 경우는 성
인에서 보다 더 많은 용량의 약물을 투여 받아야 할 수 있다. (근거: ① 성인에 비해
폐표면적:체중의 비율이 높다. ② 분당 호흡량:체중의 비율이 높다. ③ 통상적으로 성
인에 비해 신장이 작기 때문에 같은 위치에서도 지면 근처에서 더 높은 농도로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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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Methyl Isocyanate 증기에 더 높은 수준으로 노출된다.)
(2) 피부/눈 접촉: Methyl Isocyanate 액체나 증기에 노출되면 피부와 눈의 자극 증
상이 발생 할 수 있다. 눈에 튀면 심각한 각막 손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Methyl
Isocyanate은 온전한 피부를 통해서 흡수되며 전신 독성을 유발 할 수도 있다. 그러
나 Methyl Isocyanate가 저장되거나 사용되는 작업장 환경 이외에서는 심각한 피부
노출의 가능성은 드물다.
소아 환자들은 성인에 비해 체표면적:체중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피부를 통해 흡수되
는 독성물질에 더욱 취약하다.
(3) 음독: 음독한 경우 치명적인 전신 독성을 포함하여 급성 중독 증상이 발생 할 수
있다.
6. 발생 근원/용도
Methyl

Isocyanate는

메틸아민을

포스겐으로

반응시켜

제조됩니다.

Methyl

Isocyanate의 주요 용도는 살충제 생산에서 화학 중간체로서 사용됩니다. 또한 폴리
우레탄 폼과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데 사용됩니다.
7. 표준치와 설명지침
(1) OSHA PEL (permissible exposure limit) = 0.02 ppm (averaged over an
8-hour workshift) with a skin notation
(2) NIOSH IDLH (immediately dangerous to life or health) = 3 ppm
(3) AIHA ERPG-2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 스스로를 보호 할 수 있는 활동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손상 시킬 수 있는 경험을 하거나 비가역적인 건강 상태로
진행하거나 다른 심각한 건강효과나 증상들이 발생함이 없이 1시간까지 노출될 수
있는 것으로 믿어지는 최대한의 공기 운반 상태에서의 농도) = 0.5 ppm
8. 물리적 특성

Description: Colorless liquid at room temperature; volatile, flammable,
explosive in air

Warning properties: Pungent odor of methyl isocyanate may not be
adequate to warn of acute exposure. Most people can detect methyl
isocyanate at levels of 2 to 5 ppm (1 ppm is equivalent
to 2.35 mg/m3)

Molecular weight: 57.05 dalt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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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iling point (760 mm Hg): 102 °F (39.1 °C)
Freezing point:: -49 °F (-45 °C)
Vapor pressure: 348 mm Hg at 68 °F (20 °C)
Vapor density: 1.42 (air = 1.00)
Water solubility: 6.7% at 68 °F (20 °C)
Flammability: highly flammable
Flammable Range: 5.3 % to 26 % (concentration in air)

9. 불화합성 물질
Methyl Isocyanate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합니다. Methyl Isocyanate는 산화제, 산,
알칼리, 아민, 철, 주석 및 구리와 반응한다.

<건강 효과>
1. 피부, 눈, 호흡기에 자극성 효과를 낸다. 고농도의 증기에 급성 노출 시에는 독성 효
과로 인해 중증 폐부종과 폐에서 폐포벽의 손상, 중증 각막 손상 그리고 사망까지도
발생 할 수 있다. 급성 노출 후의 생존자들은 장기간 호흡기계 및 눈의 영향을 보일
수 있다. Methyl Isocyanate는 피부와 호흡기의 민감제일 수 있다.
2. Methyl Isocyanate로 인한 유발 독성의 기전은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Globin과
혈장 단백질의 Carbamylation이 역할을 할 수 있다. Methyl Isocyanate에 노출된
환자의 혈액에서 특이적인 항체가 입증되었기 때문에 지속적인 호흡기 및 안구 효과
가 Methyl Isocyanate 유도 면역학적 영향을 반영 할 수 있다.
3. Methyl Isocyanate는 반응성이 높다. 그러므로 그것은 고전적인 의미로 대사되지
않는다. Methyl Isocyanate에 대한 급성 노출에 따른 호흡기 증상의 발병은 어떤
경우에는 즉각적 일 수 있다. 다른 경우에는 호흡기 손상이 몇 시간 또는 며칠 동안
진행될 수 있다. 노출 관련 사망은 때로는 폐렴 발병으로 인해 노출 후 30 일 또는
그 이상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
4. 어린이들은 성인과 같은 방식으로 화학 물질에 항상 반응하지는 않는다. 그들의 치
료를 관리하기 위한 다른 프로토콜이 필요할 수 있다.
5. Methyl Isocyanate 증기는 호흡기계에 심하게 자극적이며 부식성이 있다. 증상으로
는 기침, 흉통, 호흡 곤란, 혼수상태, 사망이 발생 할 수 있다. 폐부종 및 기관지 경련
과 같은 자극성 호흡기 증상이 즉각적인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다. Methy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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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cyanate 유발 폐부종은 폐포 벽 파괴 및 폐렴과 같은 결과로 진행되어 궁극적으로
호흡 부전 및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 일부 호흡기 영향은 노출 후 수 시간에서 수 일
간 심각도가 진행될 수 있다. 천식 반응 및 장기 호흡기 효과가 보고되기도 했다.
1. 소아는 기도의 직경이 작기 때문에 성인보다 부식 인자에 더 취약 할 수 있다. 소아
는 또한 상대적으로 분간환기량/kg 이 높고 노출되었을 때 즉시 대피하지 못하기 때
문에 가스 노출에 더 취약 할 수 있다
6. Methyl Isocyanate 증기에 노출되거나 액체와 직접 접촉 할 때 심한 눈 자극이 발
생할 수 있다. 증상으로는 즉각적인 눈의 통증, 눈물 흘림, 빛 공포증, 심각한 눈꺼풀
부종, 각막 궤양 등이 있다. 과도한 노출은 장기간 또는 영구적인 안구 손상을 초래
할 수 있다.
7. Methyl Isocyanate는 피부 자극 물질이며 높은 노출 수준에서 피부 접촉 시 화학
화상을 유발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더 큰 표면적 : 체중 비 때문에 아이들은 피부에
영향을 미치는 독성 물질에 더 취약하다.
8. Methyl Isocyanate 증기에 급성 노출 후 오심, 구토, 복통, 배변의 소화기계 증상이
보고된 바 있다.
9. Methyl Isocyanate 노출에 따른 잠재적인 합병증으로 심각한 호흡기 질환, 세균성
폐렴, 영구적인 시력 손상, 콩팥뇨세관괴사 (Renal tubular necrosis), 간기능 저하
및 유산(miscarriage)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콩팥뇨세관괴사, 간 기능 저하 및 유
산은 인도 보팔 (Bhopal) 사건에서 Methyl Isocyanate 노출과 관련이 있었다.
10. 만성적인 Methyl Isocyanate 노출은 만성 폐쇄성 폐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Methyl Isocyanate는 발암성으로 분류되지 않았다. Methyl Isocyanate는 널리 알
려진 생식 및 발달 결과로 인해 우려되는 30 가지 화학 물질을 열거한 1991 회계
연도 보고서(미국 회계 감사원 발행)에 있는 생식 및 발달 독성 목록에 포함되어 있
지 않다. 보팔 사고의 희생자 중 자연 유산과 신생아 사망의 증가율은 노출 후 수개
월 동안 관찰되었다. 그러나 생식 및 발달 독성에서 Methyl Isocyanate의 정확한
역할을 결정하는 것은 어렵다. 손상된 폐 기능으로 인한 불충분한 산소 공급이 원
인 일 수 있다. 동물 연구에 따르면 임신 기간 동안 흡입 노출은 생존 출산 횟수 감
소 및 수유기 생존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노출된 수컷 쥐에게 치명적인 영향이 있
다는 증거는 없었다. 유전자 독성 시험에서 Methyl Isocyanate는 염색체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용량을 가질 수 있지만 유전자 돌연변이를 유도하지는 않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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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물질 정보시트
※ 이 유인물은 Methyl Isocyanate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 및 후속조치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1. Methyl Isocyanate이란 무엇입니까?
Methyl Isocyanate는 공기에 노출되면 쉽게 증발하는 매우 인화성이 강한 액체이
다. 또한, 무색이며 자극적인 냄새가 난다. 주요 용도는 살충제 생산에서 화학 중간체
로서 사용된다. 또한 폴리우레탄 폼과 플라스틱을 생산하는데 사용된다. 특수 용기에
담아서 인화성 및 폭발성 액체로 표시하여 운송 및 취급한다.
2. Methyl Isocyanate 노출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건강상의 영향은 무엇입니까?
Methyl Isocyanate 증기는 호흡기와 눈에 심하게 자극적이며 부식성이 있다. 증상
으로는 기침, 흉통, 호흡 곤란, 눈물, 눈 통증 (특히 빛에 노출되었을 때), 심한 눈꺼
풀 부종, 각막 궤양 등이 있다. 폐부종 및 기관지 경련과 같은 호흡기 증상은 노출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거나 노출 후 수 시간에서 수일 동안 심각도가 진행될 수 있다. 매
우 높은 농도로의 급성 노출은 호흡 부전으로 인해 급속하게 치명적일 수 있다.
Methyl Isocyanate는 피부 자극제이며 피부 접촉 시 화학 화상을 유발할 수 있다.
3. Methyl Isocyanate 노출에 의한 증상은 치료 될 수 있습니까?
Methyl Isocyanate에 대한 해독제는 없지만 그 효과는 치료할 수 있다. 대량의
Methyl Isocyanate를 흡입한 사람은 입원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액체나 증기가 직
접 피부 나 눈에 들어간 사람은 화학 화상이나 심각한 안구 부상으로 치료해야 할 수
도 있다.
4. 향후 장기간 건강상의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신속하게 회복되는 단일 노출은 장기적인 건강 영향을 초래하지 않을 수 있
다. 그러나 일부 호흡기 및 눈 손상은 Methyl Isocyanate에 노출된 후 오랫동안 지
속될 수 있다. 화학 물질은 피부 및 호흡기 과민성 물질일수도 있어 이후 노출 시 이
러한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
5. Methyl Isocyanate에 노출된 사람에게 어떤 검사를 할 수 있습니까?
혈액 또는 소변에서 Methyl Isocyanate의 존재에 대한 특정 검사는 일반적으로 유
용하지 않다. 심각한 노출이 발생하면 혈액 분석, 엑스레이 및 호흡 검사에서 폐가
손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6. Methyl Isocyanate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Methyl Isocyanate 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인터넷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안전
관리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하거나 유해가스노출 환경보건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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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환자 후속지침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고, 다음 진료예약 확인 및 표기된 지침을 따르십시오.
24시간 이내에 특이증상 또는 징후가 발현되는 경우 응급실 또는 예약의사에게 전화
문의 바랍니다.
※ 특히 아래의 증상인 경우 :
▶ 호흡 곤란, 짧아진 호흡 또는 천명음(호흡시 "쌕쌕” 거리는 소리)
▶ 쉰 목소리, 고음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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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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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연기에 노출되어서는 안됩니다; 담배연기가 폐의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음.
[

] 적어도 24시간 이상 술을 마셔서는 안됩니다; 술이 위장 및 다른 손상 부위를
악화시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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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해가스노출 환경보건센터”에서 화학 물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환자 서명 :

날짜 :

의사 서명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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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라치온
1)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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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급실 처치 매뉴얼
< 파라티온 노출 환자 치료 및 배치 원칙 >
1. 모든 노출 환자는 흉부방사선 검사를 시행하고 동맥혈 가스 검사와 혈액 화학 검
사를 포함한 혈액검사를 시행한다.
2. 중환자는 정맥로를 확보하고 심장리듬을 지속적으로 모니터 한다.
3. 혼수, 저혈압, 경련, 부정맥 등의 증상은 기존의 방식으로 치료한다.
4. 전신 중독의 증상이나 증후가 있는 모든 환자는 해독제 치료가 필요하다.
5. 파라티온 중독 증상을 보이거나 심각한 노출이 의심되는 환자는 입원치료 해야 한
다.
6. 경미한 노출이며 4-6 시간 경과 관찰 후 무증상인 경우 퇴원시킬 수 있다.
<파라티온 노출 시 시행 할 검사들>
흉부 방사선 검사, 동맥혈 가스 검사, CBC, glucose, serum electrolyte, Liver,
kidney function test, cholinesterase (혈장, 적혈구)
<소화기 노출(음독) 환자 처치>
1. 음독 시에 구토를 유도해서는 안 된다.
2. 다량을 섭취하고 1시간 이내인 경우 Levin tube를 이용한 을 고려한다.
3. 활성탄 현탁액(activated charcoal, 1g/kg)을 투여한다.
<피부, 눈 노출환자 처치>
1. 피부를 물로 반복적으로 세척하면서 빠르게 오염된 옷을 제거한다.
2. 피부 노출로 전신적독성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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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막손상이 의심되는 경우 안과의사에게 협진 해야 한다.
<호흡기 노출환자 처치>
1.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흉부 방사선 검사와 맥박 산소포화도 또는 동맥혈 가스
검사를 시행한다.
2.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마스크로 산소를 공급한다.
<해독제>
1. 전신중독의 증상이나 징후가 있는 모든 환자는 해독제 치료가 필요하다. 파라티온
중독의

일차적인

해독제는

아트로핀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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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중독

환자는

pralidoxime

(2-PAM)을 투여해야 한다.
2. 아트로핀의 초기 투여량은 증상에 따라 결정되며 1~2 mg(성인 초기 용량) 또는
0.01 mg/kg (소아 용량)을 정맥 내 투여한다.
3. 2-PAM은 노출 후 24~36시간 이상 투여하면 효과가 감소하기 때문에 조기에 투여
해야 한다. 성인은 1g, 소아는 25~50 mg/kg을 30~60분 동안 정맥 주사한다. 환
자의 증상이 호전되고 아트로핀 투여가 더 이상 필요 없을 때까지 초기 용량을
8~12시간 마다 반복 투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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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급실 대응 리스트
1) 일반적 특성 및 독성 작용
파라티온은 주로 농업에서 여러 작물에 광범위하게 살충제로 사용된다. 공업용 파
라티온은 상온에서 마늘 냄새가 나고 황색 내지는 갈색의 액체이지만 순수한 것은 무
색이며 거의 무취이다. 파라티온은 휘발성 물질이 아니며 물에 거의 녹지 않지만 여
러 종류의 유기 용제와 섞일 수 있다. 파라티온은 낮은 증기압을 가지기 때문에 상온
에서 많은 양을 흡입하기는 어렵다. 파라티온은 위장관이나 피부, 눈을 통해 빠르게
흡수되어 급성 중독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2) 노출 경로
파라티온은 상온에서 휘발성이 낮기 때문에 파라티온 증기로 인한 독성 발생 가능
성은 낮다. 그러나 파라티온 스프레이나 분진을 흡입한 경우 독성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파라티온을 용해시키는 주로 사용되는 탄화수소 용매(가장 많이 사용되는 톨루
엔, 자일렌)는 파라티온 자체보다 휘발성이 높으며 용매 증기의 흡입으로 인해 독성이
발생할 수 있다. 파라티온은 피부나 눈을 자극하지 않지만 피부나 눈을 통해 빠르게
흡수되어 전신 독성을 유발할 수 있다. 파라티온을 섭취한 경우에는 치명적인 중독증
상이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
3) 물리적 특성
분자량 : 291.3 daltons
끓는점 : 707 °F (375 °C) (760 mm Hg)
어는점 : 6.1 °C
비중 : 1.27
인화성 : 392 °F (200 °C)
4) 응급실 처치
1. 제염단계
(1)

모든

의료진은

화학물질

방호복(chemical-resistant

jumpsuits,

tyvex,

saranex)을 착용한다. 또는 부틸(butyl)고무 재질의 앞치마, 여러 겹의 라텍스 장
갑, 눈 보호 장비 등을 착용한다.
(2) 병원 전 단계에서 제염을 시행 받지 못한 모든 환자는 즉시 피부나 눈에 묻어있
는 파라티온 액체나 가루를 씻어내야 한다. 자일렌이나 톨루엔과 같은 용제가 포
함되어 있는 경우 적절한 환기 장치가 있는 곳에서 제염해야 한다. 파라티온에 이
차적으로 접촉한 사람도 제염을 받아야 한다.
(3) 제염구역에서도 전문소생술(Advanced Life support, ALS) 프로토콜에 따라 환
자 평가와 처치를 우선 시행한다. 기도를 확보하고 호흡과 순환 상태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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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 곤란이 있거나 혼수상태의 환자는 기관 삽관이 필요 할 수 있으며 기관 삽관
이 어려운 경우 외과적인 기도 확보를 고려해야한다.
(4) 혼수, 저혈압, 경련, 부정맥 등의 증상은 기존의 ALS 프로토콜대로 치료한다.
(5) 가능한 경우 노출된 환자들은 자기의 제염을 도와야 한다. 오염된 옷과 개인 소지
품은 이중으로 봉투에 보관한다. 파라티온에 오염된 의복이나 벨트, 신발, 지갑과
같은 가죽제품은 폐기해야 한다.
(6) 파라티온에 노출된 부위는 많은 양의 물과 비누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세척한다.
제염 시 비닐장갑은 피부 흡수를 방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무장갑을 착용해야한
다. 어린이나 노인의 경우 저체온증 발생에 주의해야 필요시 담요나 워머를 사용
한다.
(7) 직접 노출되거나 자극 증상이 있는 눈은 물이나 생리식염수를 이용하여 최소 15
분간 세척한다. 콘택트렌즈는 추가 손상 없이 쉽게 제거 가능할 경우 제거 한다.
(8) 음독한 경우 구토를 유도해서는 안 된다. 의식이 있고 무증상인 경우 활성탄을 경
구 투여한다. (성인 1g/kg, 소아 25~50g)
2. 중환 구역 처치 단계
(1) A, B, C 평가와 조치를 한다. 기도를 확보하고 호흡, 순환상태를 평가한다. 중환
자는 정맥로를 확보하고 심장리듬을 모니터 한다.
(2) 흡입 노출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마스크로 산소를 공급한다.
(3) 피부 노출
파라티온은 피부를 자극하거나 화상을 일으키지 않지만 피부 노출로 전신 독성이 발
생할 수 있다. 피부 노출이 발생한 경우 철저하게 반복적으로 세척해야 한다. 소아는
상대적으로 몸무게에 비해 체표면적이 크기 때문에 피부로 흡수되는 물질에 더 취약
하다.
(4) 눈 노출
눈에 노출된 경우 적절한 세척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한다. 최소한 15분간의 세척이 필
요하다. 시력을 측정하고 결막과 각막의 손상에 대해 검사를 시행하고 적절히 치료한
다. 심한 각막손상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안과의사에게 협진 해야 한다.
(5) 음독(소화기계) 노출
구토를

유발해서는

안

된다.

환자가

무증상인

경우

활성탄

현탁액(activated

charcoal, 1g/kg)을 투여한다. (제염단계에서 투여하지 않은 경우) 탄산음료와 빨대
를 이용하면 소아에게 활성탄을 투여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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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세척 대신에 Levin tube를 삽관하고, 위의 내용물을 뽑아낸 후에 활성탄을 투여
한다. Multiple dose activated charcoal 의 적응증이 되지 않거나, 1회 활성탄 투
여로 충분하다면 바로 Levin tube를 제거한다. 활성탄 투여 용량은 먹은 독성물질의
10 배를 권장한다. 보통의 경우 1회 포장단위인 50 그램은 먹은 양의 10배가 넘는
경우가 많아서 1회 투여로 충분한 경우가 많다. (작은 비위관 튜브를 이용하며 비위
관 튜브의 삽입은 손상을 입은 식도나 위를 더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삽입 시 주
의를 기울여야 한다.)
Levin tube 삽관 적응증
① 다량을 음독한 경우
② 음독 1시간 이내이며, 환자의 평가가 응급실 내원 후 30분 이내 이루어진 경우
③ 환자의 구강 내 병변이 있거나 지속적으로 식도 부위의 불편감을 호소하는 경우
- 소아는 다량의 독성 물질을 섭취하기 어렵고 비위관 삽입으로 인한 위장관 천공 위
험 때문에 내시경 가이드 없이는 시행해서는 안 된다. 독성 구토물이나 위흡인물은
밀폐된 용기에 격리해야한다.
(6) 해독제와 다른 치료법들
전신 중독의 증상이나 징후가 있는 모든 환자는 해독제 치료가 필요하다.
파라티온 중독의 일차적인 해독제는 아트로핀이며 심각한 중독 환자는 pralidoxime
(2-PAM)을 투여해야 한다.
아트로핀은 무스카린 수용체에서 아세틸콜린의 경쟁적 길항제이며 과도한 기관지 분
비물을 조절하는데 사용된다. pralidoxime은 acetylcholinesterase를 재생시켜 유기
인계 중독의 니코틴 및 무스카린 효과를 감소시키고 기관지 분비물과 근력 약화를 감
소시킬 수 있다.
아트로핀의 초기 투여량은 증상에 따라 결정되며 1~2 mg(성인 초기 용량) 또는 0.01
mg/kg (소아 용량)을 정맥 내 투여한다.
정맥로 확보가 어려운 경우 아트로핀은 피하 또는 기관 내 튜브를 통해 투여할 수 있
다. 과도한 분비물과 땀이 줄어들 때까지 15분마다 반복하여 투여한다.
Pralidoxime은 노출 후 24~36시간 이상 경과되면 투여 효과가 감소하기 때문에 가능
한 조기에 투여해야 한다. 성인은 1g, 소아는 25~50 mg/kg을 30~60분 동안 정맥
주사한다. 환자의 증상이 호전되고 아트로핀 투여가 더 이상 필요 없을 때까지 초기
용량을 8~12시간 마다 반복 투여 할 수 있다.
경련 증상은 atropine과 pralidoxime 투여로 조절 될 수 있지만 반응이 없을 경우
diazepam이나 lorazepam을 투여한다.
다른 acetylcholinesterase 억제제 (예: physostigmine, edrophonium chloride)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기관삽관

시

succinylcholine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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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해서는

안

된다.

succinylcholine이 정상적으로 대사되지 않기 때문에 마비 효과가 오래 지속될 수
있다.
(7) 시행해야 할 검사
모든 노출 환자는 CBC, glucose, electrolyte 등을 포함한 혈액 검사를 시행해야 한
다.
폐부종 및 탄화수소 흡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흉부 방사선 검사를 시행한다.
심각한 노출이 의심되는 환자는 혈장과 적혈구 cholinesterase 활성을 측정해야 한
다.
적혈구 cholinesterase 활성의 50% 이상이 억제될 때 급성 중독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cholinesterase 검사는 진단 뿐 아니라 추적 검사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8) 지연 효과
피부에 흡수된 경우 증상이 재발하거나 지연되어 발생할 수 있다.
탄화수소 용제를 함유한 시판되는 파라티온 제제는 화학적 폐렴을 유발할 수 있다.
유기인계에 노출된 후 24~96 시간에 호흡근 마비, 근력 약화, 인지 장애, 우울증, 길
랭-바레 증후군, 말초 신경병증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수주에서 수년까지 만성 증후
군이 지속될 수 있다.
3. 응급실 진료 이후 환자 배치 및 추적 검사
파라티온 중독 증상을 보이거나 심각한 노출이 의심되는 환자는 입원 치료해야 한다.
경미한 노출이며 응급실에서 4~6시간 경과 관찰 후 증상이 없는 경우 퇴원 할 수 있
으며, 증상 발생 시 즉시 재 내원 할 것을 교육해야 한다.
급성 노출 환자는 적혈구 cholinesterase가 안정화되는 3~4개월 후까지 유기인계에
추가 노출하지 않도록 교육해야 한다. 각막 손상이나 심한 화상 환자는 24시간 이내
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 파라티온 환자 정보 시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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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물질 정보시트
※ 이 유인물은 파라티온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 및 후속조치에 관한 정보
의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1. 파라티온이란 무엇입니까?
파라티온은 강력한 유기인계 살충제이며 마늘향이 나는 연한 황갈색의 액체이다. 파
라티온은 과일, 채소, 견과류 및 곡물에 농약으로 사용된다. 상업용 살충제는 탄화수
소 용매를 함유하고 있어서 이에 의한 독성이 발생할 수 있다.
2. 파라티온 노출에 의해 즉시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의 영향은 무엇입니까?
파라티온은 오심, 구토, 복통, 설사 뿐 아니라 의식혼란, 시야장애, 발한, 근육경련,
불규칙한 심장박동, 경련 및 사망까지 유발할 수 있다. 파라티온을 흡입하거나 삼킨
경우 또한 피부를 통해 흡수된 경우에도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살충제를 녹이기 위
해 사용된 용매를 흡입하면 현기증, 두통 및 메스꺼움이 발생할 수 있다. 흡입한 용
매의 양이 많을수록 더 심한 증상이 발생한다.
3. 파라티온 중독은 치료 될 수 있습니까?
소량의 노출 (예: 살충제 용제 흡입)인 경우 신선한 공기를 흡입하는 것이 유일한 치
료이다. 심한 파라티온 중독의 경우 노출된 모든 피부를 철저하게 세척하고, 노출 된
옷을 제거해야 하며 해독제 투여와 입원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4. 향후 건강에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빠르게 회복되는 단일의 소량 노출은 지연성이나 장기적인 건강 문제를 일으킬 가능
성은 거의 없다. 심각한 노출 환자는 몇 주 동안 증상이 있을 수 있다.
5. 파라티온에 노출된 사람에게 어떤 검사를 할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혈액과 소변에서 파라티온이나 대사산물의 존재에 대한 검사는 유용하지
않다. 심한 노출이 발생한 경우 혈액, 소변 검사 및 기타 검사를 통해 뇌, 심장, 폐
및 신경 손상 여부를 알 수 있지만 모든 경우에 검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6. 파라티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파라티온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인터넷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보시
스템에서 조회하거나 유해가스노출 환경보건센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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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문의 바랍니다.
※ 특히 아래의 증상인 경우 :
▶ 과민, 의식혼란 또는 피로
▶ 기침이나 쌕쌕거림 또는 가쁜 호흡
▶ 구역, 구토, 복통 또는 설사
▶ 근력약화 또는 경련
▶ 시야 흐림

[ ] 위에 기술된 증상이 발현되지 않는다면 추후 진료예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 필요시 전화문의 약속, 예약 의사 :
☞ 의사에게 전화문의 시 (

전화번호 :

)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

) 일 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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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연기에 노출되어서는 안됩니다; 담배연기가 폐의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음.
[

] 적어도 24시간 이상 술을 마셔서는 안됩니다; 술이 위장 및 다른 손상 부위를
악화시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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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해가스노출 환경보건센터”에서 화학 물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환자 서명 :

날짜 :

의사 서명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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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틸렌 디브로마이드
1)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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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급실 처치 매뉴얼
응급실 관리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의료진은 에틸렌 디브로마이드 증기 또는 액체 에틸렌 디브로
마이드 (50 °F 이상의 대기 온도)에 노출 된 환자로부터 2차 오염 위험이 크지 않다.
그러나 일부 의류에 에틸렌 디브로마이드가 남아 있을 수 있다. 에틸렌 디브로마이드
는 점막 자극제이며 고농도로 노출되면 눈, 피부 및 호흡기의 자극뿐 만 아니라 폐부
종을 유발할 수 있다. 피부 흡수는 전신 독성에 기여할 수 있다. 그리고 높은 농도의
노출은 졸음, 혼수상태 및 사망을 유발할 수 있다. 에틸렌 디브로마이드에 대한 해독
제는 없고, 치료는 호흡기 및 심혈관 기능의 지지, 보존적 치료로 구성된다.
오염 제거 구역
액체 에틸렌 디브로마이드에 직접 노출 및 노출 후 피부 또는 눈 자극을 증상을 가진
사람과 접촉한 것으로 의심되는 모든 환자는 오염 제거가 필요하다. 에틸렌 디브로마
이드는 피부를 통해 흡수되기 때문에 환자를 치료하기 전에 부틸 고무장갑과 앞치마
를 착용하도록 한다. 에틸렌 디브로마이드는 대부분의 고무 및 직물을 쉽게 통과하지
만, 부틸 고무는 우수한 피부 보호 역할을 한다. 노출 후 증상이 심한 환자는 즉시
중환자 치료 지역으로 이송될 수 있다. 어린이들은 상대적으로 더 큰 표면적 : 몸무
게 비율 때문에 피부에 영향을 미치는 독성 물질에 더 취약하다.
전문치료
먼저 기도, 호흡 및 혈액 순환을 평가한다. 호흡기가 심하게 손상된 경우 기관 내 삽
관을 통해 기도와 호흡을 유지한다. 가능하지 않다면 외과적 기도 유지를 고려한다.
호흡곤란 증상 호소 시 기관지 확장제인 알부테롤 (albuterol)과 같은 에어로졸화 된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한다. 그러나 여러 가지 화학 물질에 노출 상황에서 기관지 확
장제를 사용하면 추가적인 위험이 초래될 수 있음에 주의한다. 호흡곤란이 있는 어린
이들은 라세믹 에피네프린(racemic epinephrine) 에어로졸을 고려한다. 2.5cc 물에
2.25% 라세믹 에피네프린 용액 0.25~0.75mL을 넣고, 필요에 따라 매 20분마다 반복
하면서 환자의 상태를 관찰한다. 혼수상태, 저혈압 또는 발작, 심장 부정맥이 있는 환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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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여
하는 것이 적절하다. 소아는 생리식염수 20ml/kg을 10~20분간 투여한 다음 재관류
를 평가하고 임상적으로 적절한 관리를 시행한다. 심장리듬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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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오염 제거
신발을 비롯한 오염된 의복 및 개인 소지품을 신속하게 제거하고 이중으로 봉한다.
가죽은 에틸렌 디브로마이드를 흡수하므로 가죽 신발, 장갑 및 벨트와 같은 품목은
소각 처리하도록 한다. 노출된 피부와 머리카락을 다량의 물로 적어도 15분 동안 씻
은 다음 약한 비누로 철저히 헹군다. 환자, 특히 어린이 또는 노인에서 오염 제거할
때 저체온증에 주의한다. 필요에 따라 오염 제거 후 담요 또는 따뜻한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노출되거나 자극받은 눈을 보통의 물이나 식염수로 15~20분간 세척한다. 눈
에 추가적인 외상이 없다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한다. 심한 통증이나 상처가 분명하다
면 피해자를 지원 구역으로 이송하는 동안 세척을 계속한다. 0.5% Tetracaine과 같
은 안과 마취약은 안검 경련을 완화시키는 데 필요할 수 있다. 섭취한 경우 구토를
유도하지 않는다. 의식이 명료하고 삼킬 수 있는 경우 1g/kg (유아, 소아 및 성인 용
량 -보통 성인 복용량 60~90g, 어린이 복용량 25~50g)의 용량으로 활성탄을 투여할
수 있다. 오염 제거 시 화학적으로 오염된 피해자, 특히 부모로부터 분리되면 분리
불안을 느낄 수 있는 어린이에게 안심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흡입 노출
호흡 곤란 시 환자에게 마스크로 산소를 보충해준다. 기관지 확장제인 알부테롤
(albuterol)과 같은 에어로졸화된 기관지 확장제가 도움이 된다. 반복된 흉부 X-ray
검사 및 기타 적절한 검사를 통해 24시간 동안 환자를 관찰한다.
피부 노출
피부가 농축 에틸렌 디브로마이드 증기 또는 액체와 접촉하면 화학적 화상을 입을 수
있다. 피부 화상의 발현이 지연될 수 있음에 주의한다. 어린이들은 상대적으로 더 큰
표면적 : 몸무게 비율 때문에 피부에 영향을 미치는 독성 물질에 더 취약하다.
안구 노출
최소한 15분 동안 세척한다. 시력 검사. 각막 손상이 있는 환자는 즉시 안과 의사와
상담하도록 한다. 각막 손상 환자는 24시간 이내에 재검사해야 한다.
경구 노출
액상 에틸렌 디브로마이드를 섭취한 경우 구토를 유도하지 않는다. 의식이 명료하고
삼킬 수 있는 경우 1g/kg (유아, 소아 및 성인 용량)의 용량으로 활성탄을 투여할 수
있다.
해독제
에틸렌 디브로마이드 중독에 대한 입증된 해독제는 없다. Dimercaprol (BAL) 또는
아세틸 시스테인 (Mucomyst)이 에틸렌 디브로마이드의 독성 메커니즘을 토대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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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제로 제안되었으나, 이러한 치료법의 효능을 테스트 한 적절한 연구는 없으며 일상
적인 사용은 권장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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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급실 대응 리스트
(1) 기본 정보
에틸렌 디브로마이드는 10°C 이상의 실내 온도에서 달콤한 클로로포름과 같은 냄새가
나는 무색의 무거운 액체다. 물에 약간 용해되며 대부분의 유기용제에 용해된다. 물보
다 무겁고 가열되면 분해되어 브롬화수소, 브롬 및 일산화탄소와 같은 가스 및 증기
가 방출될 수 있다. 에틸렌 디브로마이드는 실온에서 건조한 곳에 보관해야 한다. 의
류 또는 피부가 액상 에틸렌 디브로마이드로 오염된 사람은 직접 접촉 또는 가스 배
출을 통해 다른 사람을 2차적으로 오염시킬 수 있다. 실온에서 액체인 에틸렌 디브로
마이드는 피부, 천 및 기타 고무 및 가죽과 같은 보호 물질에 쉽게 침투하고 불연성
이다. 낮은 농도에서는 냄새를 감지할 수 없다. 흡수는 흡입, 구강 및 피부 경로에 의
해 발생할 수 있다. 독성은 에틸렌 디브로마이드의 대사산물에 의한 것이다.

(2) 노출의 경로
흡입
흡입은 중요한 노출 경로다. 에틸렌 디브로마이드의 달콤한 냄새는 과도한 노출에 대
한 좋은 경고로 간주되나 낮은 농도에서는 냄새를 감지할 수 없다. 에틸렌 디브로마
이드 증기는 공기보다 무거우므로 환기가 잘되지 않는 공간이나 저지대에 축적될 수
있다. 에틸렌 디 브로마이드 잔류물을 함유한 탱크를 청소하는 근로자들 사이에서 치
명적일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성인과 동일한 수준의 에틸렌 디브로마이드에 노
출된 어린이는 폐 표면적이 더 크기 때문에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성인보다 더
높은 수준에 노출될 수 있다.
피부 / 눈 접촉
에틸렌 디브로마이드는 일반 고무장갑과 가죽을 투과할 수 있다. 피부 접촉이 장기간
지속되면 홍반, 수포, 피부 궤양을 유발할 수 있으며, 피부 흡수는 전신 독성을 일으
킬 수 있다. 비교적 큰 표면적 : 몸무게 비율로 인해, 어린이들은 피부를 통해 흡수되
는 독성 물질에 더 취약하다.
음식물 섭취
치명적인 전신 중독을 포함한 급성 독성 영향은 섭취 시 발생할 수 있다. 섭취 후 급
성 증상에는 복통, 설사, 메스꺼움, 구토 및 졸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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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 / 용도
에틸렌 디브로마이드는 35~85℃에서 에틸렌의 액상 브롬화에 의해 생성된다. 이어 산
을 중화시키고 증류로 정제한다. 에틸렌 디브로마이드는 가솔린의 납 제거제 및 살충
제 및 토양, 야채, 과일 및 곡물 훈증 제제의 성분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으나, 이
러한 사용은 이제 거의 사라졌다. 화학 중간체, 계량 유체 및 수지, 잇몸 및 왁스의
비가연성 용매로 어느 정도 사용되고 있다.

(3) 인체에 미치는 영향
에틸렌 디브로마이드는 주위 온도에서 액체이며 피부, 눈, 점막 및 호흡기의 자극을
유발한다. 또한 폐, 간 및 신장에 손상을 줄 수 있으며 이러한 영향은 모든 노출 경
로에서 발생할 수 있다. 에틸렌 디브로마이드의 전신 효과는 부분적으로 세포 독성
물질 2-브로모 아세트 알데히드로의 대사 전환 때문이다. 기존의 피부 질환이나 안과
적 문제가 있거나 간, 신장 또는 호흡 기관 기능이 손상된 사람은 에틸렌 디브로마이
드 영향을 더 받을 수 있다.
급성 노출
에틸렌 디브로마이드는 세포 분열을 일으키고 글루타티온 수치를 감소시키는 거대 분
자를 알킬화시킨다. 간과 신장과 같은 조직과 기관에서의 세포 분열은 진행성 기능
장애를 일으킨다. 급성 과다 노출로 인한 신체 영향의 일부는 며칠 지연되어 나타날
수 있다. 어린이들은 항상 성인과 같은 방식으로 화학 물질에 반응하지는 않기에 어
린이들의 치료를 위한 다른 프로토콜이 필요할 수 있다.
호흡기
급성 노출의 초기 증상은 코와 목의 자극을 포함한다. 중등도에서 중증도의 노출은
기침, 가슴 통증 및 호흡 곤란에서 기관지염, 폐렴, 폐부종 및 출혈에 이르는 호흡기
징후를 유발한다. 오랜 기간 동안 과다 노출되면 화학적 또는 자극 유발성 천식 유형
인 반응성 기도기능 부전증후군 (RADS)이 발생할 수 있다. 어린이는 kg당 더 높은
분당 환기량과 함께, 노출되었을 때 즉시 대피하지 못해 중독에 더 취약할 수 있다.
신경계
에틸렌 디브로마이드는 경미한 중추 신경계 진정제다. 졸음은 섭취와 흡입 후 모두에
서 보고되었다. 밀폐된 산소 부족 공간에서 증기를 흡입하면 의식, 혼수상태 및 사망
에 이를 수 있다.
피부
액체 에틸렌 디브로마이드는 피부 자극제다. 피부에 가볍게 접촉하거나 오염된 옷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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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으면 홍반과 통증을 유발한다. 액체가 빠르게 증발하기 때문에 피부에 액체가 튀는
것은 냉감각을 유발한다. 장시간 피부 접촉이 되면 물집이 생기고 피부 궤양이 유발
될 수 있다 (24~48시간 증상 발현이 지연될 수 있음). 에틸렌 디브로마이드는 피부를
통해 흡수되어 전신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비교적 큰 표면적 : 몸무게 비율 때문에
어린이들은 피부를 통해 흡수되는 독소에 더 취약하다.
눈
에틸렌 디브로마이드에 노출된 후 결막염이 보고되었다. 화합물과의 눈 접촉은 눈의
조직 파괴로 인해 시력이 일시적으로 상실될 수 있다.
간
에틸렌 디브로마이드 중독은 간에 종종 영향을 미친다. 에틸렌 디브로마이드의 흡입
및 섭취로 인한 중대한 간 손상이 발생이 보고된 바 있다. 간 조직의 괴사는 치명적
인 급성 경구 중독의 결과이다. 2가지 치명적인 흡입, 피부 노출의 경우, 혈청 아스파
테이트 아미노 전이 효소와 유산 탈수소 효소가 사망하기 전에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
다.
신장
치명적인 급성 경구 중독 및 흡입 중독의 경우 심각한 신장 병변이 보고되었다. 병변
에는 뇨세관상피의 괴사, 근위곱슬세관의 세포질 공포증 및 단백질 변형 등이 있다.
위장관계
에틸렌 디브로마이드 섭취 후 복통, 메스꺼움, 구토 및 설사가 나타날 수 있다.
혈액학
섭취 후 혈액 응고 장애가 보고된 바 있다. 백혈구 증가증은 노출된 며칠 이후에 발
생할 수 있다.
신진 대사
대사성 산증은 에틸렌 디브로마이드에 대한 과다 노출 후에 발생할 수 있다.
잠재적 후유증
중증 급성 신경 손상을 입은 환자 중 일부는 중추 신경계와 말초 신경계에 잠재적 후
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
만성 노출
에틸렌 디브로마이드에 만성적으로 노출된 사람의 유해한 영향에 대한 신뢰할만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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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는 없다. 만성 노출은 더 긴 잠복기를 가져 어린이들에게 나중에 더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발암성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DHHS)는 에틸렌 디브로마이드 유
도 종양 및 동물의 다양한 노출 경로에 근거하여 인간에게 발암 물질로 예상될 수 있
음을 확인했지만, 이러한 역학 연구 결과가 결정적이지는 않다.
생식 및 발달 효과
에틸렌 디브로마이드가 남성의 생식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보고가 있고, 동물 실험
결과 정자발생억제 작용은 다양한 동물 종에서 입증되었다. 에틸렌 디브로마이드는
생식 및 발달 영향에 널리 알려진 30가지 화학 물질을 열거한 1991년 미국 GAO
(General Accounting Office) 보고서에 게재된 Reproductive and Developmental
Toxicants에 포함되어 있다. 에틸렌 디브로마이드가 유전적 독소로 작용할 수 있기에
임산부의 노출 시 특별한 관리 및 의료 상담이 권장된다.

(4) 병원 전 관리
입원 전 관리
에틸렌 디브로마이드 가스에만 노출된 피해자는 핫 존(Hot Zone) 외부 직원에게 2차
오염의 실질적인 위험을 제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부 에틸렌 디브로마이드는 의류
에 침투 할 수 있다. 의류 또는 피부가 액체 에틸렌 디 브로마이드로 오염된 피해자
는 직접적인 접촉이나 가스 배출 증기로 인해 대응 요원을 이차적으로 오염시킬 수
있다. 에틸렌 디브로마이드는 점막, 피부 및 눈 자극제다. 또한 호흡 곤란 및 폐 비
대, 심인성 폐부종, 간 및 신장 독성, 졸음, 혼수상태 및 사망을 유발할 수 있다. 피
부 흡수는 전신 독성에 기여할 수 있다. 에틸렌 디브로마이드에 대한 해독제는 없다.
치료는 호흡기 및 심혈관 기능의 보존적 치료로 구성된다.
핫 존 (Hot Zone)
핫 존(Hot Zone)에 들어가기 전에 구조대원을 훈련시키고 보호 장구를 적절히 착용
해야 한다. 적절한 장비를 구할 수 없거나 구조대원이 훈련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지역 또는 지역의 전문팀 또는 적절하게 준비된 대응 조직에서 지원을 받아야 한다.
구조자 보호
에틸렌 디브로마이드는 흡입 및 피부 노출 후 쉽게 흡수되는 전신 독성물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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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 보호
잠재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수준의 증기에 노출될 경우 충분한 양의 압력을 가진 자가
급식 호흡기 (SCBA)가 권장된다.
피부 보호
에틸렌 디브로마이드 증기 또는 액체는 피부를 통해 흡수 될 수 있고 전신 독성에 기
여할 수 있으므로 화학보호복 (부츠 및 부틸 고무장갑 포함)을 권장한다. 액상 에틸렌
디브로마이드와의 접촉은 피부 자극과 수포를 유발할 수 있다. 에틸렌 디브로마이드
는 일반 고무장갑과 가죽을 투과할 수 있다.
피해자 이동
노출된 피해자가 걸을 수 있다면 핫 존에서 오염 제거 구역으로 이동시킨다. 걸을 수
없는 노출자는 조심스럽게 피해자를 안전하게 들것으로 옮길 수 있다.
오염 제거 구역
에틸렌 디브로마이드가 피복, 가죽 및 고무에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발을 비롯
한 모든 의류를 제거해야 한다. 의복을 제거한 후 피부나 눈 자극 증상이 없는 가스
에만 노출된 환자의 경우 즉시 지원 지역으로 이송될 수 있다.
구조대원 보호
노출 수준이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핫 존(Hot Zone) 보다 낮은 수준의 보호 수준을
착용한 직원이 오염 제거를 수행할 수 있다.
ABC 알람
적절한 호흡을 유지하고 맥박을 확인한다. 외상이 의심될 경우 목 칼라로 경추를 안
정시킨다. 필요한 경우 산소를 보충하고 필요한 경우 백 밸브 마스크 장치로 환기를
돕는다.
기본 오염 제거
신발을 비롯한 오염된 의복 및 개인 소지품을 신속하게 제거하고 이중으로 봉한다.
에틸렌 디브로마이드는 천, 가죽 및 고무에 잔류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물질은 장기간
피부 접촉 후 심각한 화학 화상을 일으킬 수 있다. 노출된 피부와 머리카락을 다량의
물로 적어도 15분 동안 씻은 다음 약한 비누로 두 번 씻는다. 특히 어린이 또는 노인
의 경우 오염을 제거 할 때 저체온증에 주의한다. 필요에 따라 오염 제거 후 담요 또
는 따뜻한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노출되거나 자극받은 눈을 미지근한 물로 20분 동
안 세척한다. 눈에 추가적인 외상이 없다면 콘택트렌즈를 제거 한다. 심한 통증이나
부상이 분명하다면 피해자를 지원 구역으로 이송하는 동안 세척을 계속한다. 액상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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틸렌 디브로마이드를 섭취한 경우 구토를 유도하지 않는다. 의식이 있고 삼킬 수 있
는 환자의 경우 1g/kg (유아, 소아 및 성인 용량)의 용량으로 활성탄 투여를 고려한
다. 오염 제거 시 화학적으로 오염 된 피해자, 특히 부모로부터 분리되면 분리 불안
을 느낄 수 있는 어린이에게 안심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5) 병원 및 지원 영역으로의 이동
지원 구역으로 이전
기본적인 오염 제거가 완료되면 피해자를 지원 구역으로 이동시킨다.
지원 구역
피해자가 제대로 오염이 제거되었는지 확인한다. 오염 제거를 받은 자 또는 흡입만으
로 노출 된 자는 구조대원에게 2차 오염의 심각한 위험을 제기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지원 구역 직원은 전문 보호 장비가 필요하지 않다.
ABC 알람
적절한 호흡을 유지하고 맥박을 확인한다. 외상이 의심될 경우 목 칼라로 경추를 안
정시킨다. 필요한 경우 산소를 보충하고 필요한 경우 백 밸브 마스크 장치로 환기를
돕는다. 필요한 경우 정맥 수액라인을 확보하고 심장 모니터링을 시행한다.
추가 오염 제거
계속해서 노출된 피부와 눈을 세척한다. 섭취한 경우 구토를 유도하지 않는다. 의식이
있고 삼킬 수 있는 환자의 경우 1g/kg (유아, 소아 및 성인 용량)의 용량으로 활성탄
투여를 고려한다.
전문치료
먼저 기도, 호흡 및 혈액 순환을 평가한다. 호흡기가 심하게 손상된 경우 기관 내 삽
관을

통해

기도와

호흡을

유지한다.

가능하지

않다면

외과적

기도

유지

(cricothyrotomy)를 고려한다. 호흡곤란 증상 호소 시 기관지 확장제인 알부테롤
(albuterol)과 같은 에어로졸화 된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한다. 호흡곤란이 있는 어린
이들은 라세믹 에피네프린(racemic epinephrine) 에어로졸을 고려한다. 2.5cc 물에
2.25% 라세믹 에피네프린 용액 0.25~0.75mL 을 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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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혈압의 징후가 관찰되면 체액 관리를 시작한다. 수축기 혈압이 80mmHg 미만인 성인
에게 1,000mL/hour 정맥 내 식염수 또는 젖산 링거 용액을 볼루스 (bolus) 관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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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여하는 것이 적절하다. 소아는 생리식염수 20ml/kg을 10분에서 20분간 투여한 다
음 2~3mL/kg/시간으로 주입하면서 재관류를 평가하고 임상적으로 적절한 관리를 시
행한다. 심장리듬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의료 시설로의 운송
오염 제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 환자는 의료시설로 이송한다. 수신 의료 시설에 환자
의 상태, 주어진 치료 및 의료 시설 도착 예정 시간을 보고한다. 환자가 에틸렌 디브
로마이드를 과량 섭취한 경우, 환자가 독성 물질을 토하거나 설사를 하는 경우 구급
차를 준비한다. 다량 섭취한 경우 피해자가 구토할 경우에 대비해 몇 개의 수건을 준
비하고 비닐봉지를 열어 신속하게 구토물을 씻어 내고 격리한다.
다자간 Triage
여러 명의 피해자를 선별하는 것에 관해서는 각 지역 전문 의사 또는 지역 독극물
통제 센터에 문의한다. 노출 후 몇 시간 동안 전신 증상이 지연 될 수 있으므로 모든
노출된 환자는 평가를 위해 의료 시설로 이송해야 한다. 징후가 있는 환자를 우선순
위로 이송한다. 심각한 증상이 있는 환자 (흉부 압박이나 천명음의 경우), 병력이 있
거나 심각한 노출의 증거가 있는 환자 및 에틸렌 디브로마이드를 섭취한 환자는 평가
를 위해 의료 시설로 이송한다. 퇴원한 사람들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서 치
료를 받아야 한다고 권고한다.

(6) 응급실 진료 후 환자 배치와 추적 검사 및 보고
검사실 소견
혈청 브로마이드 농도는 노출이 발생했음을 입증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브
로마이드 혈청 농도 수준은 임상 경과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한다. 모든 노출된 환
자에 대해 CBC, 포도당 및 전해질 검사를 시행한다. 흡입 노출 및 호흡기 증상이 있
는 환자는 맥박 산소 측정, 동맥혈 가스분석(ABGA) 측정, 흉부 방사선 검사, 폐활량
측정이 필요할 수 있다. 에틸렌 디브로마이드에 노출된 환자에 대한 추가 검사에는
간 기능 검사 및 신장 기능 검사가 포함된다.
후속 조치
노출이 심하고 증상이 (예 : 흉부 압박이나 천명음) 있거나 에틸렌 디브로마이드를 섭
취한 환자는 입원을 고려한다. 환자의 입원 또는 퇴원 결정은 노출 기록, 신체 검사
및 검사실 결과에 근거해야 한다. 에틸렌 디브로마이드 노출로 인한 심각한 영향의
지연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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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 효과
폐부종의 발병이 최대 며칠까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심각한 노출이 있는 환자는 일련
의 검사를 통해 모니터링 해야 한다. 폐부종이 의심되는 경우 환자는 중환자실에 입
원시킨다. 신경계 증상도 며칠 또는 몇 주 동안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환자 퇴원
노출 후 24시간 동안 무증상 상태로 있는 환자는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침과 권고를 받고 퇴원을 고려할 수 있다.
보고
에틸렌 디브로마이드는 살충제다. 살충제 또는 작업 관련 사고가 발생하면 법적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 노출 사고가 발생한 곳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여전히 위험할 수 있
다. 공중 보건의 위험이 있는 경우 지역 보건소 또는 기타 책임 있는 기관에 알리도
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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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물질 정보시트
※ 이 유인물은 에틸렌 디브로마이드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 및 후속조치
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에틸렌 디브로마이드란 무엇입니까?
에틸렌 디브로마이드는 주위 온도에서 무색의 액체이며 달콤한 냄새가 난다. 에틸렌
디브로마이드는 가솔린의 납의 제거제 및 살충제 및 토양 및 곡물 훈증 제제 성분으
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사용은 현재 많이 사라졌지만 경미한 용도로 화학 중간체 및
수지, 잇몸 및 왁스용 비가연성 용매로 사용되고 있다.
2. 에틸렌 디브로마이드에 노출되면 즉각적인 건강 영향은 어느 정도입니까?
에틸렌 디브로마이드의 섭취 또는 증기의 흡입은 뇌, 폐 및 인후에 손상을 줄 수 있
다. 다량의 경구섭취는 신장과 간을 손상시킬 수 있다. 피부와 눈에 접촉되면 자극과
화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전신 독성에 기여할 수 있다. 에틸렌 디브로마이드는 심장
부정맥과 과민 반응을 일으킬 수 있고, 일반적으로 노출이 심각할수록 증상은 더 심
하게 나타난다.
3. 에틸렌 디브로마이드 중독을 치료할 수 있습니까?
에틸렌 디브로마이드 중독에 대한 해독제는 없지만, 효과적으로 적절하게 치료할 경
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복한다. 심각한 증상을 경험한 사람은 입원해야 할 수 있으
며 나중에 후속 검사나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4. 향후 건강에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폐 또는 신경계 관련 문제를 일으키는 심각한 노출 후 영구적인 뇌 또는 폐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에틸렌 디브로마이드가 남성의 생식능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보고
가 있고 동물 실험 결과 정자발생억제 작용은 다양한 동물 종에서 입증되었다.
5. 에틸렌 디브로마이드에 노출된 경우 어떤 검사가 수행될 수 있습니까?
혈액에 브롬화물이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사는 의사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다. 심각한 노출이 발생하면 혈액, 소변 및 기타 검사에서 폐, 뇌, 간 또는 신장
이 손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6. 에틸렌 디브로마이드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에틸렌 디브로마이드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인터넷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 안전
관리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하거나 유해가스노출 환경보건센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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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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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걷기의 어려움
▶ 혼란, 현기증, 또는 실신
[ ] 위에 기술된 증상이 발현되지 않는다면 추후 진료예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 필요시 전화문의 약속, 예약 의사 :
전화번호 :
☞ 의사에게 전화문의 시 (
)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
) 일 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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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연기에 노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담배연기가 폐의 상태
를 악화시킬 수 있음.
[ ] 적어도 24시간 이상 술을 마셔서는 안 됩니다; 술이 위장 및 다른 손상 부위를
악화시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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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해가스노출 환경보건센터”에서 화학 물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환자 서명 :
날짜 :
의사 서명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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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메칠 브로마이드
1)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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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급실 처치 메뉴얼
응급실 관리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의료진은 38.5°F 이상의 주변 온도에서 메틸 브롬화물 가스 또
는 액체 메틸 브로마이드에 노출된 환자로부터 2차 오염 위험이 크지 않다.
그러나 일부 의류에 메틸 브로마이드가 남아 있을 수 있다. 메틸 브로마이드는 두통,
현기증, 시력 장애, 심실세동, 폐부종, 운동 실조증, 경련, 혼수상태 및 사망을 유발할
수 있는 신경 독성 가스다. 고농도의 메틸 브로마이드에 노출되면 눈, 피부 및 호흡
기의 자극뿐만 아니라 화학적 폐렴이 발생할 수 있다. 피부 흡수는 전신 독성에 기여
할 수 있다. 메틸 브로마이드에 대한 해독제는 없고, 치료는 호흡기 및 심혈관 기능
의 지지, 보존적 치료로 구성된다.
오염 제거 구역
액체 메틸 브로마이드에 직접 노출 및 노출 후 피부 또는 눈 자극을 증상을 가진 사
람과 접촉한 것으로 의심되는 모든 환자는 오염 제거가 필요하다. 노출 후 증상이 심
한 환자는 즉시 중환자 치료 지역으로 이송될 수 있다. 어린이들은 상대적으로 더 큰
표면적 : 몸무게 비율 때문에 피부에 영향을 미치는 독성 물질에 더 취약하다.
전문치료
먼저 기도, 호흡 및 혈액 순환을 평가한다. 호흡기가 심하게 손상된 경우 기관 내 삽
관을 통해 기도와 호흡을 유지한다. 가능하지 않다면 외과적 기도 유지를 고려한다.
호흡곤란 증상 호소 시 기관지 확장제인 알부테롤 (albuterol)과 같은 에어로졸화 된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한다. 그러나 여러 가지 화학 물질에 노출 상황에서 기관지 확
장제를 사용하면 추가적인 위험이 초래 될 수 있음에 주의한다. 호흡곤란이 있는 어
린이들은 라세믹 에피네프린(racemic epinephrine) 에어로졸을 고려한다. 2.5cc 물
에 2.25% 라세믹 에피네프린 용액 0.25~0.75mL을 넣고, 필요에 따라 매 20분마다
반복하면서 환자의 상태를 관찰한다. 혼수상태, 저혈압 또는 발작, 심장 부정맥이 있
는 환자는 ALS (Advanced Life Support) 프로토콜에 따라 치료한다. 쇼크나 저혈
압의 징후가 관찰되면 체액 관리를 시작한다. 수축기 혈압이 80mmHg 미만인 성인에
게 1,000mL/hour 정맥 내 식염수 또는 젖산 링거 용액을 볼루스 (bolus) 관류로 투
여하는 것이 적절하다. 소아는 생리식염수 20ml/kg을 10~20분간 투여 한 다음 재관
류를 평가하고 임상적으로 적절한 관리를 시행한다. 심장리듬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기본 오염 제거
신발을 비롯한 오염 된 의복 및 개인 소지품을 신속하게 제거하고 이중으로 봉한다.
가죽은 메틸 브로마이드를 흡수하므로 가죽 신발, 장갑 및 벨트와 같은 품목은 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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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도록 한다. 노출된 피부와 머리카락을 다량의 물로 적어도 15분 동안 씻은 다
음 약한 비누로 철저히 헹군다. 환자, 특히 어린이 또는 노인에서 오염 제거할 때 저
체온증에 주의한다. 필요에 따라 오염 제거 후 담요 또는 따뜻한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노출되거나 자극받은 눈을 보통의 물이나 식염수로 15~20분간 세척한다. 눈에
추가적인 외상이 없다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한다. 심한 통증이나 상처가 분명하다면
피해자를 지원 구역으로 이송하는 동안 세척을 계속한다. 0.5 % Tetracaine과 같은
안과 마취약은 안검 경련을 완화시키는 데 필요할 수 있다. 메틸브로마이드에 대한
경구 노출은 드물다 (38.5°F 이상의 온도에서는 가스상태). 그러나 섭취가 발생하면
구토를 유도하지 않는다. 의식이 명료하고 삼킬 수 있는 경우 1g/kg (유아, 어린이
및 성인 용량 -보통 성인 복용량 60~90g, 어린이 복용량 25~50g)의 용량으로 활성탄
을 투여할 수 있다. 오염 제거 시 화학적으로 오염된 피해자, 특히 부모로부터 분리
되면 분리 불안을 느낄 수 있는 어린이에게 안심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흡입 노출
호흡 곤란 시 환자에게 마스크로 산소를 보충해준다. 기관지 확장제인 알부테롤
(albuterol)과 같은 에어로졸화 된 기관지 확장제가 도움이 된다. 반복된 흉부 X-ray
검사 및 기타 적절한 검사를 통해 24시간 동안 환자를 관찰한다.
피부 노출
피부가 농축 메틸 브로마이드 증기 또는 액체와 접촉하면 화학적 화상을 입을 수 있
다. 피부 화상의 발현이 지연 될 수 있음에 주의한다. 어린이들은 상대적으로 더 큰
표면적 : 몸무게 비율 때문에 피부에 영향을 미치는 독성 물질에 더 취약하다.
안구 노출
최소한 15분 동안 세척한다. 시력 검사. 각막 손상이 있는 환자는 즉시 안과 의사와
상담하도록 한다. 각막 손상 환자는 24시간 이내에 재검사해야 한다.
경구 노출
메틸 브로마이드에 대한 경구 노출은 드물다(38.5°F 이상의 온도에서 가스상태). 액상
메틸 브로마이드를 섭취한 경우 구토를 유도하지 않는다. 의식이 명료하고 삼킬 수
있는 경우 1g/kg (유아, 어린이 및 성인 용량)의 용량으로 활성탄을 투여할 수 있다.
해독제
메틸 브로마이드 중독에 대해 입증된 해독제는 없다. Dimercaprol (BAL) 또는 아세
틸 시스테인 (Mucomyst)이 메틸 브로마이드의 독성 메커니즘을 토대로 해독제로 제
안되었으나, 이러한 치료법의 효능을 테스트 한 적절한 연구는 없으며 일상적인 사용
은 권장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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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급실 대응 리스트
(1) 기본 정보
메틸 브로마이드는 실온에서 무색의 기체이며 압축 시 3.6°C (38.5°F) 이하에서는 액
체다. 보통 액화 압축가스 상태로 운송된다. 저 농도에서 무취 및 무 자극성이며 고
농도 (1,000ppm 이상)에서는 곰팡내나 과일 향이 난다. 메틸 브로마이드 가스에만
노출된 사람들은 2차 오염의 실질적인 위험을 제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부 메틸 브
로마이드는 의류에 침투할 수 있다. 의류 또는 피부가 액체 메틸 브로마이드 (온도가
38.5°F 미만) 에 오염된 사람은 직접 접촉 또는 가스 배출 증기를 통해 다른 사람을
2차 오염시킬 수 있다. 실온에서 기체인 메틸 브로마이드는 가죽, 천, 고무 및 기타
보호 물질에 쉽게 침투하고 불연성이다. 메틸 브로마이드는 무취이며 낮은 농도에서
는 냄새를 감지할 수 없다. 메틸 브로마이드는 폐에서 흡수되며 손상되지 않은 피부
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흡수된다. 실온에서 가스이기 때문에 섭취는 드물지만, 위장관
에 흡수될 수 있다.

(2) 노출의 경로
흡입
흡입은 중요한 노출 경로다. 냄새는 순수 메틸 브로마이드의 존재를 나타내는 적절한
지표가 아니며 위험한 농도에 대한 신뢰성 있는 경고를 제공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중독 증상이 분명해지기 전에 심각한 노출이 발생할 수 있다. 메틸 브로마이드는 공
기보다 3배 무거우므로 환기가 잘되지 않는 공간이나 저지대에 축적될 수 있다. 불리
한 조건 하에서, 며칠 동안 공기 중에 머무를 수 있다. 성인과 동일한 수준의 메틸
브로마이드에 노출된 어린이는 폐 표면적이 더 크기 때문에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
고 성인보다 더 높은 수준에 노출 될 수 있다.
피부 / 눈 접촉
메틸 브로마이드 가스는 대부분의 보호복 (예: 천, 고무 및 가죽)과 피부에 쉽게 침투
한다. 오염된 의류 및 고무장화를 오래 착용하면 화학적 피부염 및 심한 화상을 유발
할 수 있다. 피부 접촉이 장기간 지속되면 홍반, 수포, 피부 궤양을 유발할 수 있으
며, 피부 흡수는 전신독성을 일으킬 수 있다. 비교적 큰 표면적 : 몸무게 비율로 인
해, 어린이들은 피부를 통해 흡수되는 독성 물질에 더 취약하다.
경구 섭취
실내 온도에서 가스 상태이므로 메틸 브로마이드의 경구 섭취는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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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 / 용도
메틸 브로마이드는 브롬화 나트륨과 메틸 알콜의 혼합물에 황산을 첨가하여 생성 된
다. 메틸 브로마이드는 주로 토양, 공간, 구조물 및 원자재를 훈증하는 살충제로 사용
되고, 화학 합성 시 메틸화제, 저 비점 용제 및 오일 추출제로 사용된다.
비 호환성
메틸 브로마이드는 강력한 산화제, 마그네슘, 알루미늄, 주석, 아연 및 합금과 반응한
다. 알루미늄과 반응하면 가연성인 알루미늄 트리메틸을 형성한다.

(3) 인체에 미치는 영향
건강 영향
메틸 브로마이드는 경련, 혼수상태, 장기간의 신경근 및 인지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신경 독성 가스다. 고농도의 순수 메틸 브로마이드에 노출되면 기관지나 폐의 염증,
폐에 수액이 축적되며 눈과 코의 자극을 유발할 수 있다. 매우 낮은 농도에서도 이러
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고농도의 증기 또는 액체 메틸 브로마이드와의 피부 접촉
은 전신 독성을 유발할 수 있으며 통증과 피부 물집을 일으킨다.
급성 노출
메틸 브로마이드는 효소의 설프 하이드릴 그룹을 메틸화시켜 세포 분열을 일으키고
글루타티온 수치를 감소시킨다. 주로 중추신경계에서의 세포 분열은 진행성 기능 장
애를 일으킨다. 치사성 중독에서 증상의 발병 사이에는 2시간에서 48시간의 잠복기가
발생할 수 있다. 메틸 브로마이드의 대사산물인 메탄올은 신경학적 및 시각적 영향에
도 기여할 수 있지만 이는 보통 높은 수준의 노출에서 주로 발생한다. 어린이들은 항
상 성인과 같은 방식으로 화학 물질에 반응하지는 않기에 어린이들의 치료를 위한 다
른 프로토콜이 필요할 수 있다.
신경계
급성 흡입 노출은 신경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노출 농도 및 지속 기간에 따라
초기 신경학적 영향은 노출 후 2시간 이상 지연될 수 있으며 두통, 메스꺼움, 구토,
현기증, 불쾌감 및 시각 장애가 있을 수 있다. 검사는 눈의 비자발적 움직임, 갑작스
런 말다툼과 행동이상, 운동 중 말단 떨림, 걸음걸이 장애, 접촉 감각 장애, 뇌 손상
(특히 소뇌 이상), 운동 장애 및 반사 신경 감소를 나타낼 수 있다. 신경 정신학적 이
상은 급성 노출 후 종종 발생하지만 발병이 며칠에서 수 주간 지연 될 수 있다. 때때
로 중증 및 장기간 발작이 발생할 수 있고. 운동과 인지장애는 영구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 말초 신경병증은 메틸 브롬화물에 대한 급성 노출 후에 발생할 수 있으며 오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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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지속될 수 있다.
호흡기
호흡기 증상은 급성 메틸 브로마이드 흡입의 가장 많은 영향이다. 인후염, 흉통, 호흡
곤란이 흔하다. 심한 노출은 기침, 가슴 통증 및 호흡 곤란에서 기관지염, 폐렴, 폐부
종 및 출혈에 이르는 호흡기 증상를 유발한다. 기관지 또는 폐의 염증과 폐에 액체가
축적되어 24시간 이상 노출되면 호흡기 또는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수도 있다. 또
한 화학적 또는 자극 유발성 천식 유형인 반응성기도 기능 부전 증후군 (RADS)이 발
생할 수 있다. 어린이는 kg당 더 높은 분당 환기량과 함께, 노출되었을 때 즉시 대피
하지 못해 중독에 더 취약할 수 있다.
심장 혈관
고농축의 급성 흡입은 심장혈관에 영향을 미친다.
신장
치명적인 급성 중독의 경우 신장 세포의 괴사로 인해 소변의 단백질과 혈액, 소변 생
산 부족 및 혈액 내 요소 및 기타 질소 폐기물의 축적이 발생할 수 있다.
간
황달, 간 효소 수치의 상승은 급성 노출 후 가끔 발생한다.
눈
액체 메틸 브로마이드 또는 고농도의 증기가 눈에 노출되면 각막 자극과 화상을 유발
할 수 있다.
피부
액체 또는 고농도의 증기와 접촉하면 쑤시는 듯한 통증, 피부의 붉어짐, 2도 화상의
물집을 일으킬 수 있다. 비교적 큰 표면적 : 몸무게 비율 때문에 어린이들은 피부를
통해 흡수되는 독소에 더 취약하다.
잠재적 후유증
불안정 보행, 눈의 불수의 운동, 떨림, 비자발적인 근육 경련, 발작, 인지능력의 저하,
심한 정신 질환, 언어 장애 및 신경 정신병적 후유증이 노출 후 몇 주 후에 나타날
수 있다.
만성 노출
반복적인 만성 노출은 말초 신경병증, 특히 감각 신경병증, 걸음걸이 장애, 행동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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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경증 간 및 신장 기능 장애와 관련이 있다. 시신경의 위축에 의한 이차적인 시각
장애가 보고된 바 있다. 만성 노출은 잠복기가 길기 때문에 어린이에게 더욱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
발암성
국제암연구소 (International Research for Cancer)는 메틸 브로마이드를 사람에 대
한 발암성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생식 및 발달 효과
메틸 브로마이드는 생식 독성이나 발육 독성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실험동물 (쥐 및
토끼)에 대한 한 연구에서도 기형 유발성 영향을 발견하지 못했다. 메틸 브로마이드는
생식 및 발달 영향에 널리 알려진 30가지 화학 물질을 열거한 1991년 미국 GA
(General Accounting Office) 보고서에 게재된 Reproductive and Developmental
Toxicants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4) 병원 전 관리
입원 전 관리
메틸 브로마이드 가스에만 노출된 피해자는 핫 존(Hot Zone) 외부 직원에게 2차 오
염의 실질적인 위험성이 크지 않다. 그러나 일부 메틸 브로마이드는 의류에 침투 할
수 있다. 의류 또는 피부가 액체 메틸 브로마이드에 오염된 피해자는 직접 접촉 또는
가스 배출 증기를 통해 대응 요원을 이차적으로 오염시킬 수 있다. 메틸 브로마이드
는 두통, 현기증, 시력 장애, 심실세동, 폐부종, 운동 실조증, 경련, 혼수상태 및 사망
을 유발할 수 있는 신경독성가스다. 고농도의 메틸 브로마이드에 노출되면 눈, 피부
및 호흡기의 자극뿐만 아니라 화학적 폐렴이 발생할 수 있고, 피부 흡수는 전신 독성
에 기여할 수 있다. 메틸 브로마이드에 대한 해독제는 없다. 치료는 호흡기 및 심혈
관 기능의 보존적 치료로 구성된다.
핫 존 (Hot Zone)
핫 존(Hot Zone)에 들어가기 전에 구조대원을 훈련시키고 보호 장구를 적절히 착용
해야 한다. 적절한 장비를 구할 수 없거나 구조대원이 훈련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지역 또는 지역의 전문팀 또는 적절하게 준비된 대응 조직에서 지원을 받아야 한다.
구조자 보호
메틸 브로마이드는 흡입 및 피부 노출 후에 쉽게 흡수되는 전신 독성 물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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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 보호
잠재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수준의 메틸 브로마이드 증기에 노출될 경우 충분한 양의
압력을 가진 자가 급식 호흡기 (SCBA)가 권장된다.
피부 보호
메틸 브로마이드 증기나 액체는 피부를 통해 흡수될 수 있고 전신 독성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화학보호복 (부츠와 장갑 포함) 착용을 권장한다. 액체 메틸 브로마이드와의
접촉은 피부 자극과 화상을 유발할 수 있다.
피해자 이동
노출된 피해자가 걸을 수 있다면 핫 존에서 오염 제거 구역으로 이동시킨다. 걸을 수
없는 노출자는 조심스럽게 피해자를 안전하게 들것으로 옮길 수 있다.
오염 제거 구역
메틸 브로마이드가 피복, 가죽 및 고무에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발을 비롯한
모든 의류를 제거해야 한다. 의복을 제거한 후 피부나 눈 자극 증상이 없는 가스에만
노출 된 환자의 경우 즉시 지원 지역으로 이송 될 수 있다.
구조대원 보호
노출 수준이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핫 존(Hot Zone) 보다 낮은 수준의 보호 수준을
착용한 직원이 오염 제거를 수행 할 수 있다.
ABC 알람
적절한 호흡을 유지하고 맥박을 확인한다. 외상이 의심될 경우 목 칼라로 경추를 안
정시킨다. 필요한 경우 산소를 보충하고 필요한 경우 백 밸브 마스크 장치로 환기를
돕는다.
기본 오염 제거
신발을 비롯한 오염된 의복 및 개인 소지품을 신속하게 제거하고 이중으로 봉한다.
메틸 브로마이드는 천, 가죽 및 고무에 잔류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물질은 장기간 피부
접촉 후 심각한 화학 화상을 일으킬 수 있다. 노출된 피부와 머리카락을 다량의 물로
적어도 15분 동안 씻은 다음 약한 비누로 두 번 씻는다. 특히 어린이 또는 노인의 경
우 오염을 제거할 때 저체온증에 주의한다. 필요에 따라 오염 제거 후 담요 또는 따
뜻한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노출되거나 자극받은 눈을 미지근한 물로 20분 동안 세
척한다. 눈에 추가적인 외상이 없다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한다. 심한 통증이나 상처가
분명하다면 피해자를 지원 구역으로 이송하는 동안 세척을 계속한다. 메틸 브로마이
드에 대한 경구 노출은 드물지만, 이를 섭취한 경우 구토를 유도하지 않는다. 의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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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삼킬 수 있는 환자의 경우 1g/kg (유아, 어린이 및 성인 용량)의 용량으로 활성
탄 투여를 고려한다. 오염 제거 시 화학적으로 오염된 피해자, 특히 부모로부터 분리
되면 분리 불안을 느낄 수 있는 어린이에게 안심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5) 병원 및 지원 영역으로의 이동
지원 구역으로 이전
기본적인 오염 제거가 완료되면 피해자를 지원 구역으로 이동시킨다.
지원 구역
피해자가 제대로 오염이 제거되었는지 확인한다. 오염 제거를 받은 희생자 또는 흡입
만으로 노출 된 희생자는 구조대원에게 2차 오염의 심각한 위험을 제기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지원 구역 직원은 전문 보호 장비가 필요하지 않다.
ABC 알람
적절한 호흡을 유지하고 맥박을 확인한다. 외상이 의심될 경우 목 칼라로 경추를 안
정시킨다. 필요한 경우 산소를 보충하고 필요한 경우 백 밸브 마스크 장치로 환기를
돕는다. 필요한 경우 정맥 수액라인을 확보하고 심장 모니터링을 시행한다.
추가 오염 제거
계속해서 노출된 피부와 눈을 세척한다. 섭취한 경우 구토를 유도하지 않는다.
전문치료
먼저 기도, 호흡 및 혈액 순환을 평가한다. 호흡기가 심하게 손상된 경우 기관 내 삽
관을

통해

기도와

호흡을

유지한다.

가능하지

않다면

외과적

기도

유지

(cricothyrotomy)를 고려한다. 호흡곤란 증상 호소 시 기관지 확장제인 알부테롤
(albuterol)과 같은 에어로졸화 된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한다. 호흡곤란이 있는 어린
이들은 라세믹 에피네프린(racemic epinephrine) 에어로졸을 고려한다. 2.5cc 물에
2.25% 라세믹 에피네프린 용액 0.25~0.75mL을 넣고, 필요에 따라 매 20분마다 반복
하면서 환자의 상태를 관찰한다. 혼수상태, 저혈압 또는 발작 또는 심장 부정맥이 있
는 환자는 ALS (Advanced Life Support) 프로토콜에 따라 치료한다. 쇼크나 저혈
압의 징후가 관찰되면 체액 관리를 시작한다. 수축기 혈압이 80mmHg 미만인 성인에
게 1,000mL/hour 정맥 내 식염수 또는 젖산 링거 용액을 볼루스 (bolus) 관류로 투
여하는 것이 적절하다. 소아는 생리식염수 20ml/kg을 10~20분간 투여 한 다음
2~3mL/kg/시간으로 주입하면서 재관류를 평가하고 임상적으로 적절한 관리를 시행
한다. 심장리듬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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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시설로의 운송
오염 제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 환자는 의료시설로 이송한다. 수신 의료 시설에 환자
의 상태, 주어진 치료 및 의료 시설 도착 예정 시간을 보고한다. 환자가 메틸 브로마
이드를 과량 섭취한 경우, 환자가 독성 물질을 토하거나 설사를 하는 경우 구급차를
준비한다. 다량 섭취한 경우 피해자가 구토할 경우에 대비해 몇 개의 수건을 준비하
고 비닐봉지를 열어 신속하게 구토물을 씻어 내고 격리한다.
다자간 Triage
여러 명의 피해자를 선별하는 것에 관해서는 각 지역 전문 의사 또는 지역 독극물
통제 센터에 문의한다. 노출 후 몇 시간 동안 전신 증상이 지연 될 수 있으므로 모든
노출된 환자는 평가를 위해 의료 시설로 이송해야 한다. 징후가 있는 환자를 우선순
위로 이송한다. 심각한 증상이 있는 환자 (흉부 압박이나 천명음의 경우), 병력이 있
거나 심각한 노출의 증거가 있는 환자 및 메틸 브로마이드를 섭취한 환자는 평가를
위해 의료 시설로 이송한다. 퇴원한 사람들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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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안 혈청 칼륨 수준을 평가한다. 흡입 노출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는 맥박 산소
측정, 동맥혈 가스분석(ABGA) 측정, 흉부 방사선 검사, 폐활량 측정이 필요할 수 있
다. 메틸 브로마이드에 노출된 환자에 대한 추가 검사에는 간 기능 검사 및 신장 기
능 검사가 포함된다.
후속 조치
노출이 심하고 증상이 (예 : 흉부 압박이나 천명음) 있거나 메틸 브로마이드를 섭취한
환자는 입원을 고려한다. 환자의 입원 또는 퇴원 결정은 노출 기록, 신체검사 및 검
사실 결과에 근거해야 한다. 메틸 브로마이드 노출로 인한 심각한 영향의 지연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지연 효과
폐부종의 발병이 최대 며칠까지 지연 될 수 있으므로 심각한 노출이 있는 환자는 독
성 영향을 미칠 수 있기 전에 일련의 검사를 통해 모니터링 해야 한다. 폐부종이 의
심되는 경우 환자를 중환자실에 입원시킨다. 신경계 증상도 며칠 또는 몇 주 동안 나
타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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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퇴원
노출 후 24시간 동안 무증상인 환자는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 조치를 취할 수 있
는 지침과 권고를 받고 퇴원을 고려할 수 있다.
보고
메틸 브로마이드는 살충제이므로 살충제 또는 업무 관련 사건이 발생한 경우 법적으
로 신고해야 한다. 노출 사고가 발생한 곳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여전히

위험할 수

있다. 공중 보건의 위험이 있는 경우 지역 보건소 또는 기타 책임 있는 기관에 알리
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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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물질 정보시트
※ 이 유인물은 메틸 브로마이드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 및 후속조치에 관
한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1. 메틸 브로마이드란 무엇입니까?
메틸 브로마이드는 저 농도에서 무취인 무색의 가스 또는 액체다. 매우 높은 농도에
서는 곰팡내나 달콤한 과일 향이 난다. 메틸 브로마이드는 브롬화 나트륨과 메틸 알
콜의 혼합물에 황산을 첨가하여 생성된다. 메틸 브로마이드는 주로 토양, 공간, 구조
물 및 원자재를 훈증하는 살충제로 사용되고, 화학 합성 시 메틸화제, 저 비점 용제
및 오일 추출제로 사용된다.
2. 메틸 브로마이드 노출로 인한 즉각적인 건강 영향은 무엇입니까?
메틸 브로마이드를 흡입하면 뇌, 신경, 폐, 인후가 손상 될 수 있다. 드물지만 다량의
경구섭취는 신장과 간을 손상시킬 수 있다. 피부와 눈에 접촉되면 자극과 화상을 유
발할 수 있으며 전신 독성에 기여할 수 있다. 심장 부정맥과 과민 반응을

일으킬

수 있고, 일반적으로 노출이 심각할수록 증상은 더 심하게 나타난다.
3. 메틸 브로마이드 중독을 치료할 수 있습니까?
메틸 브로마이드 중독에 대한 해독제는 없지만 효과적으로 적절하게 치료할 경우 대
부분의 사람들은 회복한다. 심각한 증상을 경험한 사람은 입원해야 할 수 있으며 나
중에 후속 검사나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4. 향후 건강에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단일의 작은 노출은 지연되거나 장기적인 영향이 크지 않다. 그러나 폐 또는 신경계
관련 문제를 일으키는 심각한 노출 후 영구적인 뇌 또는 신경 손상이 발생할 수 있
다.
5. 어떤 사람이 메틸 브로마이드에 노출 된 경우 어떤 검사를 할 수 있습니까?
심각한 노출이 발생하면 혈액, 소변 및 기타 검사에서 폐, 뇌, 간 또는 신장이 손상되
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6. 메틸 브로마이드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메틸 브로마이드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인터넷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안전 관리
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하거나 유해가스노출 환경보건센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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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문의 바랍니다.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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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출된 부위에 발진이나 통증의 증가 또는 화농성 분비물이 발생하는 경우
▶ 걷기의 어려움
▶ 손발의 무감각
▶ 혼란, 현기증, 또는 실신
[ ] 위에 기술된 증상이 발현되지 않는다면 추후 진료예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 필요시 전화문의 약속, 예약 의사 :
전화번호 :
☞ 의사에게 전화문의 시 (
)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
) 일 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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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연기에 노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담배연기가 폐의 상태
를 악화시킬 수 있음.
[ ] 적어도 24시간 이상 술을 마셔서는 안 됩니다; 술이 위장 및 다른 손상 부위를
악화시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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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해가스노출 환경보건센터”에서 화학 물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환자 서명 :
날짜 :
의사 서명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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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디클로로벤젠
1)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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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급실 대응 리스트
(물질 정보)
좀약 냄새가 나는 흰색 결정체로 나방이나 곰팡이 및 사상균의 조절을 위한 방충제와
훈증제 및 화장실이나 폐기물 저장통의 방치체로 사용되고 있으며 휘발성이 높아 공
기 노출 시 실내 온도에서 공기의 유동에 따라 증기 상태로 변한다. 열가소성 수지의
원료로도 사용이 되며 제조 과정에서 독성 염소 가스를 발생시킨다.
물리/화학적인 특성
무색 또는 흰색의 결정체
코를 찌르는 좀약 냄새 (장뇌향)가 나며 역치는 0.18ppm
분자량 147.01
비중 : 1.148
끓는점 : 173.4 ℃
어는점 : 53.1
증기압 (20℃) : 0.64 mmHg
증기 밀도 : 5.1
용해도 (20℃) :
인화성 : 중급 수준의 화재위험이 있음. 미국화재방지혐회는 가연성 등급 2로 분류
반응성 :
불안정한 조건: 열, 화염, 스파크 기타 점화원
피해야할 조건 : 용기가 열에 노출되면 폭발할 수 있으므로 상하수도에서 떨어진 곳
에 보관
금기 확학물질 : 연소할 EO는 강한 산화제와 과망간산염
유기분해산물 : 연소할 EO는 염화수소 및 일산화탄소 같은 유독가스와 증기가 발생
한다.
OSHA PEL (permissible exposure limit:노출제한농도, 8시간 근무 기준) = 75
ppm (averaged over an 8-hour workshift) (OSHA 1999).
NIOSH IDLH (immediately dangerous to life or health : 즉각적인 인체 위해 농
도) = 150 ppm; NIOSH 는 p-dichlorobenzene을 잠재적인 직업 발암물질로 간주
하고 있다. (NIOSH Pocket Guide 2005).
(독성 정보)
주요 노출 경로는 호흡기, 눈 또는 피부 접촉이다. 흡기는 가장 흔한 노출 경로로 폐
를 통해 쉽게 흡수된다. 급성 노출 시 눈과 호흡기 자극 증상을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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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Dichlorobenzene 증기가 공기보다 밀도가 높아 환기가 양호하지 않거나 지대가
낮은 곳에서는 독성 농도로 존재할 수 있다.
소아는 체중에 비해 폐 표면적과 분당 호흡 용적이 더 커서 성인과 같은 농도의 질소
산화물 증기에 노출되어도 더 많은 농도를 흡수하게 된다. 또한 키가 작아 더 고농도
의 1,4-Dichlorobenzene에 노출될 수 있다.
눈에 들어가면 동통이 생기며 피부에 닿으면 가벼운 자극 증상과 함께 작열감이 생긴
다.

더운 증기 또는 강한 용액에 오래 접촉하면 자극증상이 나타나며 알러지성 변화

로서 빨간 피부 반점이 동반된다. 소아는 체표면적이 넓어서 더 취약하다.
섭취시 소화기 흡수가 빠르며 다량 섭취 시 간 손상을 초래한다
급성 노출
급성 노출 시 눈 및 호흡기 자극 증상은 노출 중단 24시간 이내 소실된다.
고농도 급성 노출 시 어지러움, 두통, 호흡 곤란 및 소화기 증상을 유발한다.
고농도의 흡기 및 섭취 시 간에 손상을 준다. 간에서 활성 물질로 대사되며 대사산물
은 신장을 통해 배출된다. 간에서 대사되는 활성 물질이 간독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시간 피부 노출 시 자극 증상 없이 작열감을 초래할 수 있다
급성 노출에 따른 장기적인 후유증은 알려지지 않았다.
만성 노출
2년 동안 rat 연구에서 신장 관선암, 단핵세포, 백혈병, 간세포성암, 산세포성 선종
등이 발견되었으나 인간 발암성에 대해서는 완전한 결론은 이루지 못하였다. IARC
1999

는

쥐

실험에

근거하여

1,4-Dichlorobenzene을

Groupt

2B((possibly

carcinogenic to humans)으로 지정하였다
인간 생식 및 발달에 대한 독성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기본 처치 Basic management)
1. 제염 Basic decontamination
Ÿ

증기에만 노출 된 경우 제염을 할 필요가 없다.

Ÿ

1,4-Dichlorobenzene 증기에만 노출 된 환자는 고온 구역 밖의 구조 대원에게 2
차 오염의 유의 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

Ÿ

옷이나 피부가 1,4-Dichlorobenzene에 오염된 환자는 직접 접촉이나 배출되는 증
기로 2차 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

Ÿ

병원 전 제염이 시행된 1,4-Dichlorobenzene 증기에 노출된 환자 중 호흡기 또는
눈 증상을 호소하지 않는 환자는 critical care 구역으로 배치한다.

가) 구조자 보호
¡ 호홉 보호구 : 신경가스에 노출이 될 경우를 대비하여 양압(Positive- pressure),
및 자급식 호흡장비(Self- contained breathing apparatus, SCBA)가 권고된다.
¡ 피부 보호구 : 1,4-Dichlorobenzene 증기는 피부 자극을 유발하거나 피부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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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쉽게 흡소되지는 않으나 발암물질이므로 광범위 피부 접촉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화학물질 보호의(chemical- protective clothing) 가 권고된다.
Ÿ

오염된 옷과 개인 소지품들을 몸에서 제거하고 두 봉투에 따로 나누어 담는다.

Ÿ

피부나 눈 접촉 시 물이나 생리식염수로 최소 20분 이상 세척한다. contact lense를
착용하고 있을 경우 추가 손상 없이 쉽게 제거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제거한다.

Ÿ

음독한 경우 구토를 유발하지 않으며 charcoal을 투여하지 않는다(구토 유발 가능
성이 있음). 환자가 의식이 있고 삼키는 것이 가능할 경우 다량의 물을 음용하도록
한다.

Ÿ

제염 시 저체온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일반 처치 General management )
A,B,C 원칙
1. 기도 호흡 맥박을 평가하고 보조한다. 소아는 기도가 좁아 호흡기 자극제에 취약
하다.
2. 기도 연축이 있는 환자는 에어로졸 기도 확장제를 사용한다.
3. 다양한 화학 물질에 노출된 경우 기관지 감작제는 추가 독성 위험을 줄 수 있다.
4. 약물 사용 시 심장에 영향을 주는 약물은 주의깊게 사용한다.
5. 천명음이 들리는 소아 환자에게는 racemic epinephrine 연무제의 사용을 고려해
야 한다. 2.5cc 생리 식염수에 2.25% racemic epinephrine 용액 0.25 ~ 0.75
mL를 혼합하여 심장 변동성에 주의하며 필요에 따라 매 20분마다 연무제 사용을
반복한다.
(중환구역 처치 Critical care)
1. 충분히 오염제거가 되었음을 확인한 후에는 기존의 A, B, C를 평가하고 보조한다.
중증으로 판단되는 환자 중 이 전 단계에서 정맥로 확보가 안되었던 환자에게는
정맥로를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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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무화된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한다. 다수의 화학물질에 노출
된 상황에서 기관지 증감제를 사용하는 것은 부가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어
떤 종류의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할지 선택하기 전에 우선 심근의 건강상태를 고려
해야 한다. 심장 증감제는 적절히 쓸 수 있지만 특정 화학 물질에 노출된 후에 심
장 증감제의 사용은 특히 노인 환자에게 심부정맥 발생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
다. 1,4-Dichlorobenzene 중독은 기관지나 심장 증감제의 사용 동안에 추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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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을 일으키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피부 노출
액상의 1,4-Dichlorobenzene 의 지연성 노출시 작열감이 동반되여 흐르는 물에
세척한다. 소아는 체표면적이 넓어서 피부 손상에 취약하다.
5. 눈 노출
적어도 20분 동안 생리 식염수로 세척한다. 시력(Visual acuity) 및 각막 손상 여
부를 확인하고 각막 손상이 의심되는 경우 안과 협진한다.
6. 소화기 노출
(1) 질소 산화물에 대한 독성 진단은 음용한 경우 구토를 유발하지 않으며 활성탄
을 투여하지 않는다.
(2) Levin tube 흡인이 고려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다량 음독
2) 환자에 대한 평가가 30분 이내 이루어지는 경우
3) 구강 내 병변이 있으며 지속적은 식도 불편감이 있는 경우
4) 음독 이후 1시간 이내 시행 가능한 경우
5) 소아는 다량의 부식물을 음독하지 않고 비위관 삽입에 의한 천공의 위험이 있
기 때문에 내시경으로 가이드하며 비위관을 삽입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위세척을
하지 않는다. (다량 음독의 경우가 없으며 NG tube 로 인한 천공 등의 위험이 높
으므로)
* 위세척 대신에 Levin tube를 삽관하고, 위의 내용물을 뽑아낸 후에 활성탄을 투여
한다. Multiple dose activated charcoal 의 적응증이 되지 않거나, 1회 활성탄 투
여로 충분하다면 바로 Levin tube를 제거한다. 활성탄 투여 용량은 먹은 독성물질의
10 배를 권장한다. 보통의 경우 1회 포장단위인 50 그램은 먹은 양의 10배가 넘는
경우가 많아서 1회 투여로 충분한 경우가 많다. (작은 비위관 튜브를 이용하며 비위
관 튜브의 삽입은 손상을 입은 식도나 위를 더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삽입 시 주
의를 기울여야 한다.)
(3)독성 토사물이나 위흡인물 및 suction 기구 등은 분리 배출한다.
7. 치료제
1,4-Dichlorobenzene에 대한 특별한 해독제는 없다. 호흡기계 독성에 유의하면
서 보존적인 처치를 시행한다.
8. 검사
질소 산화물에 대한 독성 진단은 환자의 호흡기 증상 및 노출력에 기초하며, 다량
음독시 간독성 여부를 평가한다. 증상이 있는 환자는 CBC, 및 간기능 평가를 시행
한다. 혈액 또는 호기 1,4-dichlorobenzene농도를 측정하는 것은 임상적인 유용
하지 않으나 노출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으며, 혈액 또는 소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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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dichlorophenol를 확인하는 것 또한 1,4-dichlorobenzene 노출을 시사한다.
(응급실 진료 후 배치 및 외래 추적 검사)
1. 증상이 동반된 흡기 노출 환자 및 다량의 음독 환자는 입원을 고려한다.
2. 6~12시간 경과 관찰 후 무증상 환자는 퇴원이 가능하며 환자 후속지침에 대한 안
내문을 제공하여 지침에 따르도록 교육한다.
3. 호흡 불편감이나 심각한 피부 화학 화상의 증거가 있는 경우는 입원시킨다.
(추적 관찰)
1. 환자의 일차 진료의에게 환자의 응급실 방문 기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추적관
찰할 수 있도록 한다.
2. 심각한 수준으로 노출된 환자는 간기능에 대한 추적 검사를 시행한다.
3. 각막 손상이 있는 환자는 24시간 이내 재평가를 시행하여야 하므로 외래 추적관찰
을 한다.
(보고)
작업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 시 보고할 파일을 만들어 관할 보건소에 연락하여야 한
다. (응급실에 내원하지 않았을 지라도 다른 환자가 현장에 있을 수 있으며, 사고가
작업장에서 발생했다면 추후 회사 관계자와 토의함으로써 추후 발생 가능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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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질 정보시트
※ 이 유인물은 디클로로벤젠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 및 후속조치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1. 1,4-Dichlorobenzene이란 무엇입니까?
좀약 냄새가 나는 흰색 결정체로 나방이나 곰팡이 및 사상균의 조절을 위한 방충제와
훈증제 및 화장실이나 폐기물 저장통의 방취체로 사용되고 있으며 휘발성이 높아 공
기 노출 시 실내 온도에서 공기의 유동에 따라 증기 상태로 변합니다. 열가소성 수지
의 원료로도 사용이 되며 제조 과정에서 독성 염소 가스를 발생시킵니다.
2. 1,4-Dichlorobenzene 노출시 즉시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의 영향은 무엇입니까?
흡입시 눈, 코, 목 등을 어지러움, 두통, 구역감을 유발합니다. 다량을 흡입하거나 음
용할 경우 간손상을 유발합니다. 일반적으로 노출 정도가 심각할수록 증상도 심해집
니다.
3. 1,4-Dichlorobenzene 노출에 의한 증상은 치료될 수 있습니까?
1,4-Dichlorobenzene에 대한 해독제는 없습니다. 급성 노출 시 대부분 완전히 회복
됩니다. 다량 흡입 또는 음독을 한 경우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4. 향후 건강상의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소규모 단일 노출에 의한 지연성 또는 장기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고용량 노출 또는
장기간 노출 시 간에 영향을 줍니다.
5. 1,4-Dichlorobenzene에 노출된 사람에게 어떤 검사를 할 수 있습니까?
1,4-dichlorobenzene은 방사선 비투과성으로 음독이 의심되는 환자에서 x-ray를 이
용하여 검사할 수 있습니다. 대사산물을 혈액이나 소변에서 검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
나 이러한 검사들은 치료과정에서 유용성이 제한적입니다. 다량 노출시 간손상에 대
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모든 환자에서 검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6. 1,4-Dichlorobenzene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하거나 유해가스노출 환경보
건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62 -

4) 환자 후속지침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고, 다음 진료예약 확인 및 표기된 지침을 따르십시오.
48~72시간 이내에 특이증상 또는 징후가 발현되는 경우 응급실 또는 예약의사에게
전화문의 바랍니다.
※ 특히 아래의 증상인 경우 :
▶ 눈, 코, 목의 자극증상
▶ 호흡 곤란, 기침
▶ 두통, 어지러움
[ ] 위에 기술된 증상이 발현되지 않는다면 추후 진료예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 필요시 전화문의 약속, 예약 의사 :
☞ 의사에게 전화문의 시 (

전화번호 :

)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

) 일 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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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연기에 노출되어서는 안됩니다; 담배연기가 폐의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음.
[

] 적어도 24시간 이상 술을 마셔서는 안됩니다; 술이 위장 및 다른 손상 부위를

악화시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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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해가스노출 환경보건센터”에서 화학 물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환자 서명 :

날짜 :

의사 서명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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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아닐린
1)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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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급실 처치 매뉴얼
응급실 관리
밀폐된 지역에 있는 의료진은 젖은 피부나 옷에 직접 접촉하여 2차적으로 오염 될
수 있다. 오염된 의복을 벗고 피부를 씻은 후에는 오염 위험을 제기하지 않는다.
발생 증상
아닐린은 메트헤모글로빈혈증을 유발하여 조직으로의 산소 운반을 저해한다. 이로
인해 심폐기관 허혈 및 부정맥, 쇼크가 발생할 수 있다.
적혈구를 파괴하여 용혈성 빈혈을 유발한다.
피부 노출
아닐린이 피부에 노출되었다면, 피부자극이나 화학화상이 일어날 수 있다. 치료
방법은 열화상과 동일하다. 또한 과민반응을 보인다면 스테로이드나 항히스타민제
를 사용할 수 있다. 소아는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체표면적 : 체중 비율이 더 높
으므로 피부의 독성 물질 노출에 더 취약하다.
안구 노출
아닐린이 눈에 노출된 경우 최소 15분 이상 세척한다. 환자의 시력을 측정하고,
각막의 손상을 평가하고 치료한다. 심한 각막 손상이 있는 환자는 즉시 안과 협진
을 본다. 각막 손상 환자는 24시간 이내에 재검사해야 한다.
섭취 노출
아닐린 음독 환자에서 억지로 구토를 유발해서는 안된다. 위장관 손상의 범위를
평가하기 위해 내시경을 고려한다. 목이 많이 부은 경우 기도삽관이나 윤상갑상연
골절개술이 필요할 수 있다. 위장관 세척은 특정 상황에서 부식성 물질을 제거하
고 내시경 검사를 준비하기 위해 필요할 수 있다.
전문치료
호흡기가 손상된 경우 ALS(Advanced Life Support) 프로토콜에 따라 기도를 확
보하고 호흡을 유지한다.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하는 환자에게 심장질환의 과거력
을 확인하고 적당한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한다. 또한 나이가 많은 환자에게 심장
감작제를 사용하면 부정맥이 발생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아닐린은 어떠한 기관지 확장제나 심장감작제에 부작용이 있다는 보고가 없다. 호
흡곤란이 있는 어린이들은 라세믹 에피네프린(racemic epinephrine) 에어로졸을
고려한다. 2.25% 라세믹 에피네프린 용액 0.25-0.75 mL 를 필요에 따라 매 20분
마다 반복하면서 환자의 상태를 관찰한다. 혼수상태, 저혈압 또는 발작 또는 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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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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아는 생리식염수 20ml/kg을 10-20 분
간 투여 한 다음 재관류를 평가하고 임상적으로 적절한 관리를 시행한다.
해독제
해독제는 메틸렌 블루(tetramethylthionine chloride)를 사용 할 수 있다. 저산

소증이나 메트헤모글로빈 레벨이 30%이상인 사람에게 투여해야 한다. 청색증만
단독으로 있을 경우에는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 메틸렌블루는 G6PD deficiency
가 있는 환자는 효과가 없으며 용혈을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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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급실 대응 리스트
< 제염 단계 >
1. 환자가 병원 내원 전 단계에서 제염 처치를 받았으면 즉시

환자 처치 구역으로

이송한다. 아닐린을 먹었거나 피부에 접촉하였을 경우에는 제염 단계를 거쳐야 한
다. 소아는 몸무게에 비해서 표면적이 크기 때문에 피부를 통해서 더 흡수되기 쉽
다. 소아들은 손을 입으로 자주 가져가므로 의료진은 소아의 입을 꼭 확인하여야
한다. (소아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의료진의 보호 장구가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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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한다. 불가능하다면, 외과적 기도를 확보해야 한다.
3. 환자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면 자신의 제염을 돕도록 한다. 아닐린은 피부로 흡
수되기 때문에 의료진은 라텍스 장갑을 두 겹으로 사용해야 한다. 응급실 의료진
은 화학 저항 작업복(예 : Tyvek 또는 Saranax)이나 부틸 고무 재질의 앞치마,
고무장갑, 보안경을 착용해야 한다. 환자가 제염되었다면, 응급실 의료진이 특정
방호복 또는 보호장구를 착용할 필요는 없다.
4 오염된 옷을 빠르게 제거하면서 환자의 노출된 피부 및 모발을 물로 씻어낸다(가능
하다면 샤워기로). 오염된 옷과 소지품은 따로 나누어 담는다. 피부를 비누로 두
닦고 물로 깨끗이 씻어낸다. 소아 또는 노인에서는 제염 과정에서 저체온증에 빠
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담요와 보온기를 적절히 사용한다.
5. 노출되거나 자극된 눈을 충분한 양의 담수 또는 식염수로 15분 이상 세척한다. 콘
택트렌즈를 착용하고 있는 경우 눈에 추가적 손상 없이 쉽게 제거 가능하다면 렌
즈를 제거한다. 눈에 부식성 물질이 있거나 통증 또는 상처가 저명한 경우, 중증
처치 구역으로 이송하는 동안 눈 세척을 지속한다.
6. 아닐린을 음독한 경우, 억지로 구토를 유발하지 않는다. 환자의 의식이 명료하고
삼킬 수 있다면 활성탄을 투여한다.(1gm/kg, 성인은 보통 60~90g, 소아는
25~50g) 소아에게는 음료수 캔에 빨대를 꽂아서 주면 활성탄을 마시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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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환 구역 처치 단계 〉
1. 환자의 제염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며, 제염 단계에서 기술한 것과 같이
환자의 ABC(Airway, Breathing, Circulation)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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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
질에 노출된 경우 기관지 증감제를 사용하는 것은 부차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기관지 확장제의 종류를 선택하기 전에 심근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야 한다. 심장
증감제는 적절히 사용할 수 있으나, 특정 화학 물질에 노출된 경우 부정맥의 위험
을 증가시킬 수 있다(특히 노인에서). 아닐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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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5~0.75 ml를 분무로 사용한다. 심근 상태를 관찰하며 필요 시
매 20분마다 사용할 수 있다.
3. 아닐린이 피부에 노출되었다면, 피부자극이나 화학화상이 일어날 수 있다. 치료 방
법은 열화상과 동일하다. 또한 과민반응을 보인다면 스테로이드나 항히스타민제를
사용할 수 있다. 소아는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체표면적 : 체중 비율이 더 높으
므로 피부의 독성 물질 노출에 더 취약하다.
4. 아닐린이 눈에 노출된 경우 최소 15분 이상 세척한다. 환자의 시력을 측정하고,
각막의 손상을 평가하고 치료한다. 심한 각막 손상이 있는 환자는 즉시 안과 협진
을 본다.
5. 아닐린 음독 환자에서 억지로 구토를 유발해서는 안된다. 위장관 손상의 범위를
평가하기 위해 내시경을 고려한다. 목이 많이 부은 경우 기도삽관이나 윤상갑상연
골절개술이 필요할 수 있다. 위장관 세척은 특정 상황에서 부식성 물질을 제거하
고 내시경 검사를 준비하기 위해 필요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작은 구경의
비위관으로 위장관 세척을 시행한다 : (1) 다량 음독한 경우 (2) 구강 내 병변이
있거나 지속적인 식도 불편감을 호소하는 경우 (3) 섭취 1시간 이내인 경우. 소아
는 다량의 부식성 물질을 음독하기 어렵고, 비위관 삽입 시 천공의 위험성이 있으
므로 내시경 동반 하 삽입하는 것이 아니라면 위장관 세척을 권장하지 않는다.
환자의 의식이 명료하고 이전에 활성탄을 투여받지 않았다면, 활성탄을 물에 개어
투여한다.(1gm/kg, 성인은 보통 60~90g, 소아는 25~50g) 소아에게는 음료수 캔에
빨대를 꽂아서 주면 활성탄을 마시기 쉽다.
독성의 구토물 및 위장 세척액은 밀폐된 공간에 격리한다.

- 68 -

6. 해독제는 메틸렌 블루(tetramethylthionine chloride)를 사용 할 수 있다. 저산소
증이나 메트헤모글로빈 레벨이 30%이상인 사람에게 투여해야 한다. 청색증만 단독
으로 있을 경우에는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 메틸렌블루는 G6PD deficiency 가 있
는 환자는 효과가 없으며 용혈을 초래할 수 있다. 투여 용량은 1 to 2 mg/kg
body weight (0.1 to 0.2 mL/kg of a 1% solution) IV over 5~10 min이며, 필
요시 1시간 내 반복 투여 가능하다. 초기 농도는

total 7 mg/kg 를 넘지 않도록

한다. 임상적인 효과는 30~60분 안에 확인된다. 부작용으로 구역, 구토, 복통, 흉
통, 어지러움, 식은땀 및 배뇨 곤란 등이 있다.
메틸렌 블루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는 고압산소치료를 고려한다. 메틸렌 블루 치료
를 함에도 불구하고 악화되는 환자는 교환 수혈(exchange transfusion)을 고려한
다. 아스코르브산(비타민 C)는 심한 중독환자에서 효과가 있다는 증거가 없다.
7. 노출된 환자에게 CBC(Complete blood cell count), 혈당(glucose), 전해질
(electrolyte) 검사를 시행한다. 아닐린에 노출된 환자에게는 특히 말초혈액 도말
검사(peripheral blood smear), 신기능 검사(renal function test), 메트헤모글로
빈 레벨 및 비결합 빌리루빈(unconjugated bilirubin) 레벨을 측정해야 한다. 청
색증이나 호흡곤란이 있을 경우에는 흉부 방사선 사진, 동맥혈 산소 가스 분석
(ABGA), 심전도를 시행한다. 메트헤모글로빈은 산소포화도측정기(pulse oximetry)
나 산소가스분석 결과에서 리딩시 흡수 방해를 하여 잘못된 값을 측정한다. 정확
한 산소포화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일산화탄소 측정기(co-oximeter)를 이용한다.
메트헤모글로빈혈증은 초콜렛-갈색의 특유의 혈액 색깔로 감지 할 수 있다. 보통
10%이상의 메트헤모글리빈 수치를 보이는 환자의 혈액 한방울을 흰색 여과지 또
는 거즈에 떨어뜨려서 정상 환자의 혈액 색깔과 비교하여 판단할 수 있다. 메트헤
모글로빈은 24시간동안 빈번하게 측정하여 농도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해야만 한다.

〈 응급실 진료 후 배치 및 외래 추적 검사 〉
1. 지연성 메트헤모글린혈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 6시간 동안 경과관찰이
필요하다. 메트헤모글로빈 레벨이 상승할 경우에는 입원을 고려한다.
2. 용혈이 중독 후 24시간이후에 발생할 수 있다. 입원하여 급성 신부전 및 부정맥의
발생을 관찰해야 한다.
3. 중독 후 6~12시간 동안 증상이 없으면 귀가해도 된다. 하지만 귀가 후 증상이 발
생하면 재내원하도록 설명해야 한다.
4. 중독이 심한 환자는(증상과 메트헤모글로빈 레벨로 결정) 저산소증 및 용혈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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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기 때문에 잘 감시해야 한다. 하인츠소체용혈위기(Heinz-body hemolytic
crisis)는 메트헤모글로빈혈증이 발생하고 2~7일까지 나타날 수 있다.
5. 각막 손상이 있는 환자는 24시간 이내에 재검을 받아야 한다.

〈 보고 〉
1. 산업 관련 사고가 발생하였을 시 법적으로 보건소에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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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시트
1. Aniline 분자식: C6H2NH2
2. CAS/ UN Number: 62-53-3/ l547
3. 동의어: aminobenzene, aminophen, arylamine, benzenamine, aniline oil,
and phenylamine
4. 특성: 상온에서 맑고 투명하거나 약간 노란 기름질의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 공기
중에 노출되면 어두움 갈색으로 변한다. 상온에서 증기압이 낮으며, 물에 약간 용
해되고 대부분의 유기용제와 섞일 수 있다.

5. 노출 경로
(1) 흡입: 흡입하면 빠르게 거의 모두 폐를 통해서 흡수되어 전신 독성을 나타낸다.
아로마나 생선 냄새는 일반적으로 산업 안전 기준(OSHAPEL-TWA :5ppm)보다
낮은 1ppm으로, 위험한 농도임을 알아차리게 해준다. 아닐린 증기는 공기보다 무
거워서 밀폐된 공간이나 저지대, 통풍이 잘 되지 않는 곳에서 질식을 유발 할 수
있다. 소아의 경우 성인과 동일한 수준의 아닐린 증기에 노출되어도 폐표면적:체중
의 비율이 크기 때문에 더 많은 용량을 흡수하게 된다. 또한 아닐린 증기가 무겁
기 때문에 동일한 위치에서 키가 더 작은 소아에게 더 노출되기 쉽다.
(2) 피부/눈 접촉: 아닐린 액체 접촉하는 것으로 피부나 눈에 손상을 줄 수 있다. 또
한 아닐린은 피부를 통해서 잘 흡수되며, 이를 통해 전신 독성을 보인다. 피부를
통한 독성은 수 시간 이후에 지연성으로 나타난다. 소아는 체표면:체중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더 흡수가 잘 된다.
(3) 음독: 아닐린은 소화기관에서 빠르게 흡수된다. 음독시 빠르게 전신독성이 나타나
며, 오심 및 구토가 흔히 나타난다.
6. 발생 근원/용도
아닐린은 니트로벤젠의 촉매 수소화(catalytic hydrogenation) 또는 페놀의 암모니아
분해(ammonolysis)에 의해 합성된다. 산업장에서 다양한 제품, 특히 폴리 우레탄 폼,
농약, 진통제, 합성 염료, 산화 방지제, 고무 공업의 안정제 및 사진 현상액 등으로
사용된다. 또한 아닐린은 가솔린에서 옥탄 촉진제로 사용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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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표준치와 설명지침
(1) OSHA PEL (permissible exposure limit) = 5 ppm (skin)
(averaged over an 8-hour workshift).
(2) NIOSH IDLH (immediately dangerous to life or health) = 100 ppm.
8. 물리적 특성
Description: Slightly yellow-to-brown, clear oily liquid
Warning properties: Aromatic or fishy odor at about 1 ppm; adequate
warning for acute exposure
Molecular weight: 93.1 daltons
Boiling point (760 mm Hg): 363 EF (184.4 EC)
Freezing point: 21 EF (-6.2 EC)
Specific gravity: 1.02 (water = 1)
Vapor pressure: 0.6 mm Hg at 68 EF (20 EC)
Gas density: 3.2 (air = 1)
Water solubility: Water soluble (4% at 68 EF) (20 EC)
Flammability: Flammable at temperatures >158 EF (70 EC)
Flammable range: 1.3% to 25% (concentration in air)
9. 불화합성 물질
아닐린은

강한

diisocyanate)와

산화제,

강산,

반응한다.

알칼리

및

그리고

톨루엔

디

벤젠디아조늄

이소시아네이트(touene
2-카르복실레이트(

benzenediazonium 2-carboxylate), 붕소트리글로라이드(boron trichloride), 과산
화벤조일 90% 포름산(dibenzoyl peroxide 90% performic acid), N-브로모석시니
미드(N-bromosuccinimide,

trichloronitromethane),

트리클로로니트로메탄

(trichloronitromethane) 및 크론산염(perchromate)과 격렬하게 반응하며, 붉은 발
연 질산(red fuming nitric acid)의 존재 하에서 자발적으로 발화한다. 응급실 처치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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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출환자 정보시트
※ 이 유인물은 아닐린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 및 후속조치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아닐린이란 무엇입니까?
아닐린은 폴리우레탄 폼, 사진 현상액, 고무, 염료 및 살충제 등을 비롯한 다양한
제품을 제조하는 데 사용되는 화학물질입니다. 실온에서 투명하거나 약간 노란빛을
띄며, 기름진 액체입니다. 하지만 공기와 접촉하면 갈색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약하
게 생선냄새가 나는 물질입니다.
2. 아닐린에 노출되었을 때 즉각적으로 인체에 나타나는 증상은 무엇입니까?
아닐린을 마시거나 흡입했을 때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피부로도 빠르게 흡수됩
니다. 아닐린은 혈액 내에서 산소를 운반하는데 담당하는 헤모글로빈을 변화시킵니다.
따라서 혈액은 갈색으로 변하고, 조직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될 수 없습니다. (이를 메
트헤모글로빈혈증이라고 부릅니다.) 두통, 기력저하, 졸림 및 숨가쁨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피부, 입술, 손발톱 바닥이 파란색이나 쥐색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아닐린
은 적혈구의 막을 파괴(용혈)할 수 있으며, 이 또한 조직에 산소가 전달되는 것을 막
습니다. 일반적으로 노출이 심할수록 증상은 심해집니다.
3. 아닐린 중독은 치료가 가능합니까?
노출이 심한 아닐린 중독환자에게 메틸렌블루 용액을 정맥을 통해서 주입할 수 있
습니다. 대부분의 환자가 24시간 이내에 회복됩니다. 하지만 수일간의 입원치료는 필
요합니다. 메틸렌블루로 치료하는 환자는 일시적으로 소변색이 녹색 혹은 청록색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4. 향후 건강에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닐린에 적은 양이 노출되어 빠르게 회복된 사람은 장기적인 영향을 받지 않습니
다. 많은 양에 노출되거나 반복적으로 노출된 경우에는 빈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닐린이 암을 발생시켰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아닐린에 수년동안 노출된 사람이 방
광암에 걸렸다는 보고는 있습니다만, 이는 다른 여러 가지 화학물질에 동시에 노출되
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아닐린에 노출된 여성이 부인과 질환에 잘 걸리
고 자연유산이 잘 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5. 아닐린에 노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의학 검사가 있습니까?
혈액검사로 메트헤모글로빈의 유무를 파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심한 중독의 경우
에는 간, 심장 및 뇌의 손상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혈액, 소변 및 기타

- 73 -

다른 검사도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검사는 모든 경우에 다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6. 아닐린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가?
아닐린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인터넷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 안전관리정보시
스템에서 조회하거나 유해가스노출 환경보건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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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환자 후속지침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고, 다음 진료예약 확인 및 표기된 지침을 따르십시오.
24시간 이내에 특이증상 또는 징후가 발생하는 경우 응급실 또는 예약의사에게 전화
문의 바랍니다.
※ 특히 아래의 증상인 경우 :
▶ 복통, 오심 또는 구토
▶ 기침, 쌕쌕거리는 숨소리 또는 쉰 목소리
▶ 호흡곤란, 짧은 호흡
▶ 두통, 기력저하, 의식저하
[ ] 위에 기술된 증상이 발현되지 않는다면 추후 진료예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 필요시 전화문의 약속, 예약 의사 :
☞ 의사에게 전화문의 시 (

전화번호 :

)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

) 일 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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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연기에 노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담배연기가 폐의 상태
를 악화시킬 수 있음.

[

] 적어도 24시간 이상 술을 마셔서는 안 됩니다; 술이 위장 및 다른 손상 부위를
악화시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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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해가스노출 환경보건센터”에서 화학 물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환자 서명 :

날짜 :

의사 서명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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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가솔린
1)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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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급실 처치 매뉴얼
< 가솔린 중독 환자의 치료 및 배치 원칙 >
1. 안전하지 않을 수 있는 농도의 가솔린 증기에 노출될 수 있을 때, 대응 의료진들
은 양압의 자가 호흡 장치(SCBA : self-contained breathing appratus)를 착용
하여야 한다.
가솔린 증기에만 노출된 환자라면, 화학 보호복은 일반적으로 필요하지 않다. 화학
보호복은 액체 가솔린에 반복적 또는 지속적으로 노출될 것이 예상될 때 필요하
다.
3000V 이상의 정전기를 만들 수 있는 옷은 가솔린-공기 복합물에 의해 발화할 수
있다.
2. 환자의 A, B, C에 대한 평가와 조치를 시행한다.
외상이 의심된다면 수기로 경추고정을 시행하고, 목 보호대와 백보드를 적용한다.
3. 가솔린은 해독제가 밝혀지지 않은 물질이다. 가능한 빨리 가솔린에 젖은 옷과 소
지품을 제거하고, 피부와 머리카락의 가솔린을 담수로 2~3분간 헹군 다음(가능하
다면 샤워기 아래에서), 비누로 씻고 다시 헹군다.
(소아와 노인은 제염 중 저체온증 위험이 있으므로 담요나 보온기를 적절히 사용
한다.)
4. 눈 부위 노출 시, 최소 15분 이상 물 또는 식염수로 세척한다. 추가적 손상 없이
제거 가능한 경우 콘택트렌즈를 제거하며, 각막 손상이 관찰되거나 통증 지속 시
안구 세척을 지속한다.
(안통 및 안검 경련 발생 시 증상완화를 위해 안과용 마취제(0.5% tetracaine 또
는 proparacaine) 등을 사용할 수 있다.)
5. 기관지 연축이 관찰되는 환자들에게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한다. 그러나 다양한 화
학물질에 노출된 경우 기관지 자극 제제를 사용하는 것은 위험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에피네프린 계역 제제는 부정맥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
6. 가솔린 음독 환자들은 억지로 구토시키지 말고, 활성탄도 사용하지 않는다. 환자가
기침하거나 호흡곤란이 있다면, 흡인을 의심하고 그에 따라 처치한다.
7. 중환자들은 정맥 주사로를 확보하고, 심전도를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호흡 장애가
발생한 경우 기관삽관 또는 외과적 기도를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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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수상태, 저혈압, 경련, 부정맥 등의 증상은 기존의 방식대로 처치한다.
8. 심각한 음독 또는 흡인 환자나, 화학적 폐렴의 증상을 보이는 환자는 입원을 고려
한다.
9. 노출 후 6~8시간동안 증상이 없는 환자는 퇴원 가능하나, 증상 재발 시 즉시 의료
기관에 내원하여야 하며, 각막 손상이 있는 환자는 24시간 내 재진료를 받아야 한
다. 가솔린 흡인 환자는 외래에서 폐기능 검사를 받아야 한다.

< 가솔린 중독 시 시행 할 검사들 >
모든 노출 환자에서 CBC, blood glucose, electrolyte를 검사하며, 추가로 ECG
monitoring 및 renal function test를 고려한다. 심각한 흡입 환자 또는 흡인이 의
심되는

환자는

chest

x-ray,

pulse

oximetry,

ABGA를

시행한다.

혈중

내

hydrocarbon 검사는 임상적으로 유효하지는 않으나, 노출을 증명하는 데 유용하다.

< 가솔린에 의한 화상 시 처치 >
1. 오염된 의복 및 소지품을 제거하고 담수로 2~3분간 헹군 후, 비누로 피부를 깨끗
이 세척하고 물로 다시 헹군다.
2. 기타 처치는 일반 화상환자에 준하여 시행한다.

< 가솔린에 눈이 노출된 환자의 처치>
1. 제염 단계에서 눈 부위 노출 확인 시, 적어도 15분 동안 생리 식염수로 씻어내야
한다.
(눈에 추가적 손상을 주지 않고 쉽게 제거할 수 있다면 콘택트렌즈 등은 제거한다)
(각막 손상이 있거나 통증 지속 시 중환자 구역으로 이송하는 동안 계속 세척한다)
2. 중환 처치 구역으로 옮긴 후에는 제염 여부 확인 후 시력(Visual acuity)을 테스트
한다. 각막 손상이 있는 경우는 즉각 안과 협진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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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솔린 증기 노출환자 처치 >
1.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마스크로 산소를 투여한다. 호흡곤란 또는 호흡기 검사 결
과가 비정상인 환자는 pulse oximetry, ABGA, 흉부 방사선 촬영이 필요하다.
2. 기관 연축이 있는 환자는 에어로졸화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한다. 단, 에피네프린 계
열 제제는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다.
3. 호흡곤란 지속 환자는 기관 삽관 또는 외과적 기도를 만들어 기도를 확보한다.

<음독 형태 가솔린 노출환자 처치 >
1. 억지로 구토시키지 말고, 활성탄도 사용하지 않는다.
2. 마그네슘이나 황산나트륨이 포함된 하제를 사용할 수 있다.
3. 자발적 구토가 일어날 수 있으며, 발생 시 흡인을 시사하는 증상(기침, 호흡곤란)
을 관찰한다. 증상 발생 시 그에 따라 처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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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급실 대응 리스트
< 제염 단계 >
1. 환자가 병원 내원 전 단계에서 단순히 가솔린 증기에 노출되었고 제염 처치를 받
았으며 피부나 눈의 자극 증상이 없다면 중환자 구역으로 즉시 이송한다. 이외 모
든 환자들은 제염 단계를 거쳐야 한다.
(소아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의료진의 보호 장구가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어 추
후 치료 과정에서 순응도가 떨어질 수 있다)
2. 환자의 기도, 호흡, 순환을 확인하고 보조한다. 호흡 장애가 발생한 경우 기도를
확보하고 기관 삽관을 시행한다. 불가능하다면, 외과적 기도를 확보해야 한다. 기
관지 연축이 있다면 에어로졸화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한다. 단, 에피네프린 계열의
기관지 확장제는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투여하지 않는다.
3. 혼수, 저혈압, 경련 또는 부정맥 환자는 기존의 방식대로 처치한다.
4. 환자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면 자신의 제염을 돕도록 한다. 가솔린에 젖은 환자
의 옷은 제거한 후 이중 포장 처리한다.
5. 노출된 피부와 머리카락을 담수로 2~3분(가능하다면 샤워기로) 헹군 후, 비누로 씻
고 물로 다시 헹군다. 소아 또는 노인에서는 제염 과정에서 저체온증에 빠지지 않
도록 주의하며, 담요와 보온기를 적절히 사용한다.
6. 노출되거나 자극된 눈을 충분한 양의 담수 또는 식염수로 15분 이상 세척한다. 콘
택트 렌즈를 착용하고 있는 경우 눈에 추가적 손상 없이 쉽게 제거 가능하다면 렌
즈를 제거한다. 눈의 통증 또는 상처가 저명한 경우, 중증 처치 구역으로 이송하는
동안 눈 세척을 지속한다.
7. 가솔린을 음독한 경우, 구토를 유발시키거나 위세척을 해서는 안 된다. 활성탄도
주지 않는다. 자발적 구토가 일어날 수 있으며, 환자가 기침이나 호흡곤란을 보일
경우 폐 흡인을 의심하고 그에 맞게 처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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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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아는 상대
적으로 기도의 직경이 작아 성인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 중환에게는 정맥 주사로
를 확보하며, 심전도를 지속적으로 관찰한다. 혼수상태, 저혈압, 경련 또는 부정맥
환자는 기존의 방식대로 치료한다.
2.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는 산소마스크로 산소를 공급한다. 호흡곤란이 있거나 폐
검사가 비정상인 경우 맥박 산소측정, 동맥혈 검사 및 흉부 x-ray를 촬영한다. 기
관지 연축이 있다면 에어로졸화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한다. 단, 에피네프린 계열의
기관지 확장제는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투여하지 않는다.
3. 액체 가솔린에 피부가 장시간 노출되었다면, 화학화상이 일어날 수 있다. 치료 방
법은 열화상과 동일하다.
4. 가솔린에 눈이 노출된 경우 최소 15분 이상 세척한다. 눈에 자극이 있거나 손상이
관찰되는 경우 환자의 시력을 측정하고, 각막의 손상을 평가하고 치료한다. 각막
손상이 있는 환자는 즉시 안과 협진을 본다.
5. 가솔린을 음독한 경우, 구토를 유발시키거나 위세척을 해서는 안 된다. 활성탄도
주지 않는다. 자발적 구토 및 설사가 일어날 수 있으며, 환자가 기침이나 호흡곤란
을 보일 경우 폐 흡인을 의심하고 그에 맞게 처치한다. 토사물은 밀봉 처리한다.
6. 현재 알려진 해독제는 없으며, 주된 치료는 보조적 처치이다.
7. 모든 노출된 환자에게 CBC(Complete blood cell count), 혈당(glucose), 전해질
(electrolyte) 검사를 시행한다. 추가로 심전도 감시 및 신기능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심각한 가솔린 흡입 환자 또는 폐 흡인이 의심되는 경우 흉부 x-ray와 맥박
산소측정 및 동맥혈 검사가 권장된다.
혈중 탄화수소 검사는 임상적으로 유용하지는 않으나, 가솔린 노출을 확인하는 데
는 유용하다.

〈 응급실 진료 후 배치 및 외래 추적 검사 〉
1. 상당한 양의 음독 또는 흡인 환자나 화학성 폐렴의 증상이 있는 환자는 입원을 고
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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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솔린 음독 환자는 화학성 폐렴의 증상을 확인하기 위해 6시간 이상 경과관찰이
필요하다. 전신적 증상들이 수 시간에 걸쳐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증상에는 췌장
출혈, 간 또는 신장의 근위곡요세관과 사구체의 지방 변성 등이 있다. 급성 신독성
은 음독 후 수 주간 지속될 수 있으나 치료 시 대부분 호전된다.
3. 6~8시간 동안 증상이 없는 환자는 퇴원 가능하나, 증상 재발 시 즉시 의료기관에
내원하여야 한다. 가솔린 흡인 환자는 외래 추적 시 폐기능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각막 손상이 있는 환자는 24시간 내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 보고 〉
1. 산업 관련 사고가 발생하였을 시 법적으로 보건소에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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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시트
※ 이 유인물은 가솔린(gasoline)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 및 후속조치에 관
한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1. 가솔린(gasoline)이란 무엇입니까?
가솔린은 상온에서 투명~담갈색 또는 분홍색의 액체로, 원유에서 정제된 탄화수소
와 연료로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종류의 물질들의 혼합체로 구성되어 있
습니다. 주로 자동차, 트럭, 경비행기의 연료로 사용됩니다.
2. 가솔린 노출에 의해 즉시 발생될 수 있는 건강상의 영향은 무엇입니까?
가솔린 증기를 흡입하면 두통, 오심, 어지러움을 유발할 수 있으며, 고농도에서는
기절 및 사망까지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공기 중의 가솔린도 눈, 코, 목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눈에 튄 가솔린은 상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가솔린을 마시면 소화
기에 자극을 주고 호흡곤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액체 가솔린이 피부에 묻으면,
발적과 수포를 일으킬 수 잇습니다. 일반적으로, 장시간 노출되거나 고농도에 노출
될수록 심한 증상을 일으킵니다.
3. 가솔린 노출에 의한 증상은 치료될 수 있습니까?
가솔린 중독에 대한 해독제는 없으나 가솔린 노출로 인한 증상은 치료될 수 있으
며, 대부분의 환자들은 잘 회복됩니다. 심각한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입원하여
야 합니다.
4. 향후 건강상의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소규모 단일 노출 환자가 빠르게 회복된 경우 대부분 지연성, 장기적 영향이 나타
나지 않습니다. 아주 높은 농도의 가솔린에 반복적으로 노출된다면 식욕저하, 위약
감, 심지어 뇌 또는 신장에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가솔린은 고농도에서 반복적으
로 노출되었을 때 미래에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벤젠 및 타 첨가물을 함유
하고 있습니다.
5. 가솔린에 노출된 사람에게 어떤 검사를 할 수 있습니까?
혈중 내 가솔린 존재 여부에 대한 특별한 검사는 의사에게 유용하지 않습니다. 심
각한 노출이 일어났다면, 신경계, 심장, 신장, 간 또는 폐에 손상이 있는지를 보여
주는 혈액, 소변검사 및 다른 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검사가 필
요한 것은 아닙니다.
6. 가솔린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가솔린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인터넷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보
시스템에서 조회하거나 유해가스노출 환경보건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83 -

5) 환자 후속지침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고, 다음 진료예약 확인 및 표기된 지침을 따르십시오.
24시간 이내에 특이증상 또는 징후가 발현되는 경우 응급실 또는 예약의사에게 전화문의 바
랍니다.
※ 특히 아래의 증상인 경우 :
▶ 복통, 구토
▶ 기침, 천명(쌕쌕거림) 또는 빈호흡
▶ 혼란, 기절
▶ 노출된 눈의 통증 또는 분비물의 증가
▶ 피부 화상 부위의 발적, 통증 또는 고름같은 분비물의 증가
▶ 소변의 양 또는 빈도 감소
[

] 위에 기술된 어떠한 증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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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세요.

[

] 운전 및 기계 작동을 포함한 일상적인 활동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

[

] 당신은 조건부로 업무에 복귀 가능합니다. 아래의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

] 72시간 동안 담배연기에 노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담배연기가 폐의 상태를 악화시킬 수

(

) 일 동안은 업무에 복귀하지 마십시오.

있음.
[

] 적어도 24시간 이상 술을 마셔서는 안 됩니다; 술이 위장을 악화시키거나 다른 증상을
유발할 수 있음.

[

] 다음과 같은 약물은 복용하지 마십시오. :

[

] 기존에 처방받은 다음의 약물들은 계속해서 복용 가능합니다. :

[

] 기타 지침 :

인터넷 웹 사이트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 안전관리정보시스템”나 “유해가스노출 환경보건
센터”에서 화학 물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환자 서명 :

날짜 :

의사 서명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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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납
1)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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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급실 처치 매뉴얼
< 납 중독 환자의 치료 및 배치 원칙 >
1. 고농도 납 증기에 노출되면 급성, 자가 한정된 호중구성 폐포염의 특성을 지닌 인
플루엔자와 같은 금속연무열을 유발할 수 있다. 일부 납 분무제는 눈과 피부에 자
극을 가할 수 있다.
잠재적으로 위험한 정도의 납 화합물에 노출된 환자를 처치할 때 대응 의료진들은
양압의 자가 호흡 장치(SCBA : self-contained breathing appratus)를 착용하여
야 한다.
일부의 납 화합물들은 피부 자극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대응 의료진들에게 화학
보호복이 필요하다. 화재상황이 아닌 납 유출에 대응할 때는 완전히 피막화된, 증
기를 방어할 수 있는 보호복이 필요하다. 제염 구역에서는 환자의 노출 정도가 위
험하지 않다면 사고 현장에서보다 낮은 단계의 보호복을 착용할 수 있다. 제염이
끝났다면 특별한 보호복이 필요하지는 않다.
2. 환자의 A, B, C에 대한 평가와 조치를 시행한다.
외상이 의심된다면 수기로 경추고정을 시행하고, 목 보호대와 백보드를 적용한다.
필요하다면 백 밸브 마스크 등을 이용하여 산소를 공급한다.
3. 환자가 걸을 수 있다면 사고현장에서 제염 구역으로 인도한다. 보행 불가능하다면
척추고정판 또는 바퀴달린 들것으로 환자를 이송한다.
납 화합물에 노출되었으나 피부 또는 눈의 자극이 없는 환자는 즉각 안전 구역으
로 이송한다. 다른 환자들은 제염이 필요하다. 오염된 옷과 개인 물품은 빠르게 제
거한 후 이중 포장한다.
4. 노출된 피부와 머리카락을 충분한 양의 물로 20분 이상 헹구고, 비누로 씻은 뒤
물로 다시 꼼꼼하게 헹군다. 작은 피부 노출이라면 노출되지 않은 피부에 화학물
질이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제염 시 저체온증에 유의하며, 필요하다면 담요 또는 온열기를 이용한다.
(특히 노인, 소아에서 유의한다.)
5. 눈 부위 노출 시, 최소 15분 이상 미지근한 물로 세척한다. 추가적 손상 없이 제
거 가능한 경우 콘택트렌즈를 제거하며, 각막 손상이 관찰되거나 통증 지속 시 안
전 구역으로 이송하는 동안 안구 세척을 지속한다.
(안통 및 안검 경련 발생 시 증상완화를 위해 안과용 마취제(0.5% tetracaine 또
는 proparacaine) 등을 사용할 수 있다.)

- 86 -

6. 생명을 위협하는 양의 액체 또는 파우더형의 납 화합물 음독 직후라면 Levin
tube를 이용한 위 흡인과 활성탄 투여를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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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지 연축을 보이는 환자는 알부테롤(albuterol)과 같은 에어로졸화 기관지 확장
제를 사용한다. 납 중독에서는 기관지 또는 심장 민감 제제 사용 시 추가적인 위
험을 동반하지 않으며, 교감신경 작용성 기관지 확장제가 기관지 연축을 치료할
수 있다.
천명(stridor)이

발생한

소아에게는

2.25%

라세미

에피네프린(racemic

epinephrine) 0.25~0.75 ml를 분무로 사용한다. 심근 상태를 관찰하며 필요 시
매 20분마다 사용할 수 있다.
9. 심각한 노출이 아니었고, 증상이 없는 환자는 이름, 주소, 연락처를 남긴 후 퇴원
할 수 있다. 증상이 재발한다면 즉각 재내원 하여야 한다. 심각한 노출을 받은 환
자는 뇌병을 시사하는 증상이 없더라도 킬레이트화 치료를 받아야 하며, 뇌병을
시사하는 증상이 있다면 입원하여 킬레이트화 치료를 받아야 한다.

< 납 중독 시 시행 할 검사들 >
모든 납 중독 환자에서 혈중 납 농도를 측정한다. 납 중독 환자에서 킬레이트화 치료
시 hepatic transaminases, urinalysis, BUN, Creatinine, complete blood count
를 측정한다.

< 피부 노출 환자의 처치 >
납에 피부가 노출된 환자는 잔여물 제거를 위해 노출된 피부를 물과 비누로 씻어낸
다. 상대적으로 소아에서 몸통 대비 체포면적이 크기 때문에, 소아에서 더 위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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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노출 환자의 처치>

1. 제염 단계에서 눈 부위 노출 확인 시, 적어도 15분 동안 생리 식염수로 씻어내야
한다.
(눈에 추가적 손상을 주지 않고 쉽게 제거할 수 있다면 콘택트렌즈 등은 제거한다)
(각막 손상이 있거나 통증 지속 시 중환자 구역으로 이송하는 동안 계속 세척한다)
2. 중환 처치 구역으로 옮긴 후에는 제염 여부 확인 후 시력(Visual acuity)을 테스트
한다. 각막 손상이 있는 경우는 즉각 안과 협진을 시행한다.

<

증기 흡입환자 처치 >

1.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마스크로 산소를 투여한다. 기관지 연축을 보이는 환자는
알부테롤(albuterol)과 같은 에어로졸화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한다. 납 중독에서는
기관지 또는 심장 민감 제제 사용 시 추가적인 위험을 동반하지 않으며, 교감신경
작용성 기관지 확장제가 기관지 연축을 치료할 수 있다.
2.

천명(stridor)이

발생한

소아에게는

2.25%

라세미

에피네프린(racemic

epinephrine) 0.25~0.75 ml를 분무로 사용한다. 심근 상태를 관찰하며 필요 시
매 20분마다 사용할 수 있다.

< 음독환자 처치 >

1. 환자가 의식이 명료하고, 증상이 없으며 구역 반사가 있다면 활성탄을 1 g/kg 투여한
다.
2. 납을 포함한 이물을 급성으로 음독한 경우, 복부 방사선 사진을 찍고, 복부 방사선 상
납이 관찰된다면 전장관 세척 또는 세척 관장을 시행한다. 전장관 세척이 효과가 적다
면, 내시경 하 제거도 필요할 수 있다. 납의 제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적 방사선
검사를 시행한다.
3. 비위관 삽입 시 장 천공의 위험이 있어, 위세척은 소아에서 내시경 하 시행하지
않는다면 권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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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급실 대응 리스트
< 제염 단계 >

1. 제염 처치를 받은 환자와 피부나 눈의 자극 증상이 없는 환자는 중환자 구역으로
즉시 이송한다. 이외 모든 환자들은 제염 단계를 거쳐야 한다.
(소아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의료진의 보호 장구가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어 추
후 치료 과정에서 순응도가 떨어질 수 있다)
(소아는 입에 손을 자주 갖다 대므로, 소아의 입을 잘 관찰하여야 한다)
2. 환자의 기도, 호흡, 순환을 확인하고 보조한다. 호흡 장애가 발생한 경우 기도를
확보하고 기관 삽관을 시행한다. 불가능하다면, 외과적 기도를 확보해야 한다.
3.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마스크로 산소를 투여한다. 기관지 연축을 보이는 환자는
알부테롤(albuterol)과 같은 에어로졸화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한다. 납 중독에서는
기관지 또는 심장 민감 제제 사용 시 추가적인 위험을 동반하지 않으며, 교감신경
작용성 기관지 확장제가 기관지 연축을 치료할 수 있다.
4.

천명(stridor)이

발생한

소아에게는

2.25%

라세미

에피네프린(racemic

epinephrine) 0.25~0.75 ml를 분무로 사용한다. 심근 상태를 관찰하며 필요 시
매 20분마다 사용할 수 있다.
5. 혼수, 저혈압, 경련 또는 부정맥 환자는 기존의 방식대로 처치한다.
6. 환자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면 자신의 제염을 돕도록 한다. 납에 노출된 환자의
옷과 개인 물품은 제거한 후 이중 포장 처리한다.
7. 노출된 피부와 머리카락을 충분한 양의 물로 20분 이상 헹구고, 비누로 씻은 뒤
물로 다시 꼼꼼하게 헹군다. 작은 피부 노출이라면 노출되지 않은 피부에 화학물
질이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제염 시 저체온증에 유의하며, 필요하다면 담요 또는 온열기를 이용한다.
(특히 노인, 소아에서 유의한다.)
8. 노출되거나 자극된 눈을 충분한 양의 담수 또는 식염수로 15분 이상 세척한다. 콘
택트 렌즈를 착용하고 있는 경우 눈에 추가적 손상 없이 쉽게 제거 가능하다면 렌
즈를 제거한다. 눈의 통증 또는 상처가 저명한 경우, 중증 처치 구역으로 이송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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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눈 세척을 지속한다.
9. 납을 음독한 경우 환자가 의식이 명료하고, 증상이 없으며 구역 반사가 있다면 활성
탄을 1 g/kg 투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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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수상태, 저혈압, 경련 또는 부정맥 환자는 기존의 방식
대로 치료한다.
2.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마스크로 산소를 투여한다. 기관지 연축을 보이는 환자는
알부테롤(albuterol)과 같은 에어로졸화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한다. 납 중독에서는
기관지 또는 심장 민감 제제 사용 시 추가적인 위험을 동반하지 않으며, 교감신경
작용성 기관지 확장제가 기관지 연축을 치료할 수 있다.
3.

천명(stridor)이

발생한

소아에게는

2.25%

라세미

에피네프린(racemic

epinephrine) 0.25~0.75 ml를 분무로 사용한다. 심근 상태를 관찰하며 필요 시
매 20분마다 사용할 수 있다.
4. 납에 피부가 노출된 환자는 잔여물 제거를 위해 노출된 피부를 물과 비누로 씻어
낸다.
상대적으로 소아에서 몸통 대비 체포면적이 크기 때문에, 소아에서 더 위험할 수
있다.
5. 눈 부위 노출 확인 시, 적어도 15분 동안 생리 식염수로 씻어내야 한다.
(눈에 추가적 손상을 주지 않고 쉽게 제거할 수 있다면 콘택트렌즈 등은 제거한다)
(각막 손상이 있거나 통증 지속 시 중환자 구역으로 이송하는 동안 계속 세척한다)
6. 중환 처치 구역으로 옮긴 후에는 제염 여부 확인 후 시력(Visual acuity)을 테스트
한다. 각막 손상이 있는 경우는 즉각 안과 협진을 시행한다.
7. 납을 포함한 이물을 급성으로 음독한 경우, 복부 방사선 사진을 찍고, 복부 방사선 상
납이 관찰된다면 전장관 세척 또는 세척 관장을 시행한다. 전장관 세척이 효과가 적다
면, 내시경 하 제거도 필요할 수 있다. 납의 제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적 방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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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를 시행한다.
8. 납에 대한 해독제는 없다.
9. 경련 시 벤조디아제핀 제제를 정맥으로 투여한다.
(디아제팜 : 성인에서 5~10 mg을 10~15분 간격마다 사용 가능, 소아에서 0.2~0.5
mg/kg를 5분마다 사용 가능)
(로라제팜 : 성인에서 2~4 mg, 소아에서 0.05~0.1 mg/kg)
디아제팜 투여 후에도 경련이 지속된다면, 페노바르비탈(phenobarbital) 투여를
고려한다(성인에서 30 mg, 5세 이상 소아에서 10 mg)

〈 킬레이트화 치료 〉
1. 심각한 증상을 보이거나 혈중 납 농도가 높은 환자는 킬레이트화 치료를 받아야
한다. 단, 무증상이거나 경미한 증상의 중독 환자는 예방적으로 킬레이트화 치료를
받을 필요는 없다. 킬레이트화 치료를 시작했다면, 증상이 호전되고 혈중 납 농도
가 충분히 감소할 때 까지 치료를 지속하여야 한다.
2. 성인 : 심한 뇌병이 있거나 혈중 납 농도가 100 μg/dL 이상인 경우 디메르카프롤
(dimercaprol = BAL)을 투여하여 킬레이트화 치료를 시작하고, 4시간 후 BAL을
재투여 하며 경구용 succimer(Dimercaptosuccinic acid, DMSA) 또는 정맥 주
사로로 CaNa2-EDTA를 투여한다. 킬레이트화 제제를 장시간 사용하면 소변으로의
납 배출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BAL 치료는 다른 킬레이트화 제제를 지속하면
서(통상 5일) 양을 줄이거나 중단한다.
3. 소아 : 혈중 납 농도가 25 μg/dL 미만에서는 킬레이트화 치료를 시작하지 않는다.
혈중 납 농도가 25~45 μg/dL일 시, 혈중 납 농도가 상승이 지속된다면 경구 킬레
이트화 치료를 시행한다. 혈중 납 농도가 45~70 μg/dL이라면 경구용 succimer로
킬레이트화 치료를 받아야 한다. 뇌병이 있거나 혈중 납 농도가 70 μg/dL 초과라
면 입원하여 BAL과 EDTA를 이용한 비경구적 킬레이트화 치료를 받아야 한다. 치
료는 BAL 근주를 4시간 간격으로 시행하며, 수액 공급을 통해 적절한 소변 배출
량을 유지하고, CaNa2-EDTA를 지속 주입한다(CaNa2-EDTA는 4시간 간격으로
근주 시행할 수도 있다). 이러한 병합요법을 간기능, 신기능, 혈중 납 농도를 관찰
하며 5일간 시행한다. 킬레이트화 치료 중단 이틀 후 혈중 납 농도가 재상승한다
면, 킬레이트화 치료를 2회째 시행해야할 수 있다.

〈 응급실 진료 후 배치 및 외래 추적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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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아기 또는 소아기에서 납 중독 시, 성인이 되었을 때 인지기능 저하와 고혈압이
나타날 수 있다.
2. 퇴원 시 안내문을 받고, 증상 재발 시 즉시 의료기관에 내원하여야 한다. 납의 위
험, 제거 방법, 식이에 대한 교육을 받고, 해당 지역의 납에 대한 환경 조사를 시
행한 후 제거를 시행해야 한다.
3. 소아는 철 결핍이 발생할 수 있으며, 철 결핍이 있다면 철분 치료를 시행한다. 단,
예방적으로는 시행하지 않는다.

〈 보고 〉
1. 산업 관련 사고가 발생하였을 시 법적으로 보건소에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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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시트
※ 이 유인물은 납(lead)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 및 후속조치에 관한 정보
의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1. 납(lead)이란 무엇입니까?
납은 푸르스름한 회색의 자연 금속이며, 다른 화학물질과 결합하여 납 화합물을
만들어 냅니다. 주 사용처는 배터리 생산이지만, 탄약, 금속제품, 유악 등의 생산
에도 사용됩니다. 납을 함유한 몇 종류의 화학물질은 페인트에 쓰였으나, 인간과
동물에게 잠재적인 해를 가할 수 있으므로 현재 주거지 건축물에서는 사용이 금지
되어 있습니다. 1978년 이전에 지어진 주거지에서는 납 페인트가 사용되었으며,
이는 납 노출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어린이에서)
2. 납 노출에 의해 즉시 발생될 수 있는 건강상의 영향은 무엇입니까?
다량의 납에 의한 급성 노출은 복통, 경련과 구토를 유발합니다. 소량에서 적당량
의 납에 단시간 노출된다면 특별한 증상을 유발하지 않으나, 장시간 노출될 경우
뇌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뇌병의 초기 증상은 최초 노출 후 수 주 내 일어나며,
증상에는 둔함, 과민증, 주의집중 시간의 저하, 두통, 근육 떨림, 기억 상실, 환각
이 있습니다. 환자의 상태는 섬망, 경련, 마비, 혼수, 심지어는 사망까지도 악화될
수 있으며, 때로는 급격히 악화되기도 합니다.
3. 납 노출에 의한 증상은 치료될 수 있습니까?
납 중독에 대한 해독제는 없습니다. 심각한 노출 환자는 입원하여 킬레이트화 치
료를 받아 체내 납의 배출을 가속화해야합니다. 킬레이트화 치료는 혈중 납 농도
가 45 μg/dL 이상일 때 필요합니다.
4. 향후 건강상의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연구에 따르면 유아기 또는 소아기에서 납에 노출된 경우 지적 기능이 감퇴되며
성인이 되었을 때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5. 납에 노출된 사람에게 어떤 검사를 할 수 있습니까?
납에 노출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가장 흔한 검사는 혈중 농도 측정입니다 .납은 뼈,
치아, 머리카락, 모유와 소변에서도 측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납의 혈중 농
도는 최근 노출의 지표가 되며, 뼈의 납 농도는 일생 동안 축적된 납의 노출을 반
영합니다. 납은 특정 혈액 수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납 노출을 평가할 때
혈액학적 검사도 같이 시행되어야 합ㄴ디ㅏ.
6. 납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인터넷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하거나 유해가스노
출 환경보건센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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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랍니다.
※ 특히 아래의 증상인 경우 :
▶ 복통, 오심, 구토, 변비
▶ 과민증, 두통, 기억상실, 떨림
▶ 조화운동불능, 위약감, 손 또는 발 처짐, 혼미, 경련
[

] 위에 기술된 어떠한 증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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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세요.

[

] 운전 및 기계 작동을 포함한 일상적인 활동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

[

] 당신은 조건부로 업무에 복귀 가능합니다. 아래의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

] 72시간 동안 담배연기에 노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담배연기가 폐의 상태를 악화시킬 수

(

) 일 동안은 업무에 복귀하지 마십시오.

있음.
[

] 적어도 24시간 이상 술을 마셔서는 안 됩니다; 술이 위장을 악화시키거나 다른 증상을
유발할 수 있음.

[

] 다음과 같은 약물은 복용하지 마십시오. :

[

] 기존에 처방받은 다음의 약물들은 계속해서 복용 가능합니다. :

[

] 기타 지침 :

인터넷 웹 사이트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 안전관리정보시스템”나 “유해가스노출 환경보건
센터”에서 화학 물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환자 서명 :

날짜 :

의사 서명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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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수은
1)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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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급실 처치 매뉴얼
<수은 중독 환자의 치료 및 배치 원칙>
1. 원소수은증기에 노출된 사람은 오염구역 외부에 있는 대응 요원에게 2차 오염을
끼칠 위험요소는 없다. 단, 피부 또는 옷이 액체 수은으로 오염된 사람은 직접 접
촉 또는 가스 배출 증기로 대응 요원을 오염시킬 수 있으며 장비를 오염시켜 대응
요원에게 만성적인 노출의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
2. 원소 수은은 무겁고 반짝이는 은백색이며 무취의 액체이다. 불연성이지만 특히 가
열하면 유독성 증기를 방출한다. 수은은 무취이기 때문에 경고를 할 만한 위험한
농도를 인지할 수 없다.
3. 흡입은 쉽게 흡수되는 원소 수은 증기 또는 에어로졸에 노출되는 주요 경로이다.
사실상 원소 수은은 위장관이나 피부에서 흡수되지 않는다. 수은은 태반을 가로
지르며 모유를 통해 유아에게 전달 될 수 있다.
< 수은 중독 시 시행 할 Laboratory test >
CBC(differential count), blood glucose, electrolyte, LFT, 신기능검사(beta-2
microglobulin, microalbuminemia, retinol binding protein), 요검사, 시간당 섭취/배
설량기록 및 소변 pH, 말초산소포화도, 흉부방사선사진 및 지속적인 동맥혈가스검사,
24시간 소변 수은농도(만성노출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
수은농도가 전혈 내 10 mcg/L, 소변 20 mcg/L이상이면 노출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다.
[호흡기 노출 환자의 처치]
1. 호흡기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에는 마스크를 통한 추가적 산소를 투여한다.
2. 여러 가지 물질에 동시에 노출된 경우 기관지가 민감해질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
다.
3.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하기 전에 심근에 미치는 영향을 반드시 고려한다.
4. 증상완화를 위해 심장에 작용하는 약물들이 적절하나 특정물질에 노출된 뒤 심장
민감성 약제를 사용하면 부정맥 발생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특히 고령의 환자)
5. 필요할 경우 협착음이 들리는 소아는 에피네프린 연무를 사용한다(2.5 cc 물에
0.25~0.75 mL 2.25% rasmic epinephrine를 섞은 것). 필요할 경우 심근의 영향
에 주의하면서 20분마다 반복한다.
6. 어린이는 특히 수은 증기의 급성 폐 영향에 취약하다. 성인과 어린이 모두 호흡
보조기로 치료되며 경우에 따라 기계 환기가 필요할 수 있다.
7. 조기 호흡 곤란은 상부기도 폐쇄의 징후일 수 있으므로 협찹음, 천명음 혹은 수포
음에 대한 신중한 평가가 필요하다.
8. 성인 호흡 곤란 증후군 (ARDS) 환자는 일반적으로 디곡신, 모르핀 후부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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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뇨제의 효과가 떨어지며 필요한 경우 기계 환기 및 호기말압양환기로 산소
를 전달하는 것이 표준 치료법이다. 코르티코스테로이드와 항생제는 화학적 폐렴
치료에 일반적으로 추천되었지만 그 효과는 입증되지 않았다.
[피부 노출 환자의 처치]

원소 수은은 화상을 일으키지 않는다. 비누와 물로 노출된 피부를 씻어내어 잔류 수
은을 제거한다.
[눈 노출 환자의 처치]

1. 적절한 눈 세척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한다.
2. 시력 검사. 결막 또는 각막 손상에 대해 눈을 검사하고 적절하게 치료한다.
3. 각막 손상이 의심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안과 의사의 진료가 필요하다.
[경구 노출 환자의 처치]
1. 구토를 유발하거나 활성탄을 주지 않고 오염 제거가 필요하지 않다. 원소 수은은
일반적으로 위장관에서 흡수되지 않으며 경구 노출 경로에서 급성 독성을 일으키
지 않는다.
2. 위장 천공이나 누공을 가진 사람이 극도로 많은 양을 섭취한다면, 수은은 위장관
에서 장기간 머무를 수 있으며, 오염 제거를 고려한다.
3. 수은은 방사선 불 투과성이기에 복부단순촬영은 노출된 모든 경우에 시행한다.
4. 복부단순촬영에 수은이 확인되는 경우 수은의 양에 따라 전 위장관 세척 (폴리에
틸렌 글리콜 [PEG-3350] 전해질 세척 용액, 1 일 1 회 반복) 또는 수술적 제거가
필요할 수도 있다.
[해독제]
1. 중독증상이 있는 모든 환자는 킬레이트화 치료를 반드시 고려한다. 킬레이트화 치
료는 치료경험이 있는 전문가가 결정토록 하거나 조언을 받도록 한다.
2. 킬레이트치료는 독성정도와 합병증의 위험도를 낮추는 것에는 덜 효과적이다. 만
성노출이 된 경우에 신경독성에 대한 효과는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다. 투여는 신
속하고 수은의 농도검사결과를 확인하기 전에 시행되어야 한다.
3. 무증상환자에는 투여하지 않고 24시간 소변 내 수은농도로 판단토록 한다.
4. 다이머카프롤(Dimercaprol, BAL)
적응증: 무기수은(inorganic mercury) 노출
표준투여방법: 3 mg/kg 근주
(초기투여: 2일 동안 4시간마다, 추가투여: 이후 7-10일간 혹은 24시간 소변 내
수은농도가 50 μg/L미만이 될 때까지 12시간 마다)
금기증:
1. 약용 철(medicinal iron)과 동시 중독(이유: BAL과 결합하여 독성물질을 생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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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유기수은(organic mercury) 중독
3. 기존의 신기능저하
4. 임부(단, 생명이 위독한 경우는 예외)
5. glucose-6-phosphate dehydrogenase deficiency 질환(용혈유발)
부작용:
1. 투약부위에 국소통증 및 피부발적이 발생할 수 있다.
2. 기타: 빈맥, 고혈압, 오심, 구토, 두통, 입술, 입, 목구멍 및 눈의 작열감, 눈물
흘림, 콧물; 타액 분비, 근육통, 치아 통증, 가슴 통증
5. 2,3-dimercaptosuccinic acid (DMSA), D-penicillamine
다이머카프롤의 대체약제로 경구약으로 투여 가능함. 다이머카프롤과 비교하여 부작
용의 빈도가 낮다.
적응증: 무기수은 및 메틸 수은 노출
[소변 알칼리화]
1. 소변의 알칼리화는 다이머카프롤-금속 복합체를 안정화시키고 킬레이트치료동안
신장을 보호하기 위해 권장된다.
2. 수은 제거를 위해 투석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지만 신장기능 지지요법을 위해서는
혈액 투석이 필요할 수 있으며 다이머카프롤-수은 중합체의 제거를 향상시킬 수
있다.
< 중환구역처치단계 >
적절한 제염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한다.
[기도 호흡 순환 확인]
중증환자에게 정맥로가 확보가 되지 않았다면 정맥로를 확보한다.
심장 리듬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혼수상태, 저혈압 또는 발작 또는 부정맥이 있는 환자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치료한다.
충분한 소변량과 혈압을 유지하되 수액투여가 과도하지 않다록 유의한다.
< 병원 전 단계에서 처치 요약 >
• 수은 증기에 노출된 환자는 처치 시 구조 대원들이 2 차 오염이 될 위험을 낮다.
따라서, 구조 대원은 자신이나 장비에 급성 2차 오염에 대한 우려없이 급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다.
• 피부 또는 옷이 액체 수은으로 눈에 띄게 오염된 피해자는 구조자의 장비, 의복 또
는 실내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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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복이나 장비의 오염으로 인하여 원소 수은 가스 배출을 야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만성노출 위험을 줄 수 있다.
• 수은 증기 흡입에 대한 급성 증상은 노출 후 수 시간 내에 발생하며 기침, 오한, 발
열 및 호흡 곤란증상이 생긴다.
• 증상은 회복되거나 화학적 폐렴, 성인호흡곤란증후군 (ARDS), 호흡부전 및 신부전
으로 점진적으로 악화될 수 있다.
• 수은 증기의 흡입은 메스꺼움, 구토, 설사, 신장 기능 장애, 시각 장애 및 중추신경
계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 급성 수은 노출의 치료는 일반적으로 추가 노출로부터 환자를 옮긴 뒤 호흡기 및
심혈관 기능을 지지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 수은에 대한 해독제는 없지만 경우에 따라 킬레이션 요법이 필요하다.
< 병원 전 단계에서 오염지역 >
오염지역에 들어가기 전에 구조대원을 훈련시키고 개인보호장비를 적절히 착용해야
한다. 적절한 장비를 구할 수 없거나 구조대원이 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지역의
위험물질(hazardous materials, HAZMAT) 취급 팀 또는 적절하게 준비된 대응 조
직에 도움을 요청한다.
기도호흡순환 확보조치
기도가 유지되는 지 빠르게 평가하고 적절한 호흡과 맥박을 유지한다. 외상이 의심되
는 경우, 도수기도유지를 시행하며 경추와 척추보호대를 적용한다.
환자이송
- 걸을 수 있다면 오염지역에서 오염제거구역으로 이동시킨다.
- 걸을 수 없는 환자는 들것으로 옮긴다. 이것들을 사용할 수 없다면 조심스럽게 피
해자를 들거나 끌어 옮긴다.
- 아이의 경우 화학물질에 오염되어 부모 또는 다른 성인과 떨어진 경우 분리 불안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고려한다.
- 구조자 보호
1. 원소 수은 증기는 흡입하면 매우 유독하며 생명을 위협하는 화학적 폐렴 및 호흡
부전을 일으킬 수 있다. 원소 수은의 액체 및 증기 형태는 모두 피부를 통해 잘 흡수
되지 않는다.
2. 수은 증기를 가열하면 수은 산화물이 생성되어 점막에 매우 자극적이며 원소 수은
증기보다 화학 폐렴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3. 오염을 분산시키지 않고 액체를 제거 할 수 있는 수은 청소 키트를 사용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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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호흡기보호
- 잠재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수은 원소의 수준에 노출되는 상황에서 양압의 자급식
호흡장치 (self-contained breathing apparatus, SCBA)가 권장된다.
5. 피부 보호 : 수은 증기가 가열되지 않는 한 특별한 의복은 필요하지 않다. 오염을
피하기 위해 화학물질 보호복을 권장하며 손톱 밑으로 수은이 쉽게 퍼질 수 있어 장
갑과 발 보호장구가 권장된다.
6. 액체 수은과 접촉된 의류는 가스가 제거된 수은 증기에 만성적으로 노출을 일으킬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히 오염을 제거하거나 폐기해야한다.
< 제염지역 >
피부 또는 눈 자극이 없는 수은 증기에만 노출된 환자를 즉시 지원지역으로 이송할
수 있다. 다른 환자는 아래에 설명된 대로 오염 제거가 필요하다. 기본적인 오염 제
거가 완료되면 피해자를 지원 구역으로 이동시킵니다.
1. 자신이 스스로 오염 제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염된 의복 및 모든 개인 소지품
을 제거하고 이중으로 백에 싸도록 한다.
2. 순한 비누와 물로 노출된 피부와 머리카락을 씻는다(가능한 한 샤워 할 것). 물로
철저히 헹군다. 아울러 어린이 또는 노인을 오염 제거 할 때 저체온증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경우 담요 또는 따뜻한 도구를 사용한다.
3. 노출되거나 자극받은 눈을 보통의 물 또는 염분으로 5분 이상 씻어낸다.
4. 눈에 추가적인 외상없이 쉽게 제거 할 수 있다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한다. 통증이
나 상해가 분명하다면 피해자를 지원 구역으로 이송하는 동안 세척을 지속한다.
5. 수은을 섭취한 경우 구토를 유도하지 않도록 한다. 수은은 위장관에서 쉽게 흡수
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노출 경로에서 급성 독성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아울러
활성탄은 효과적이지 않다.
< 완충구역처치단계 >
완충구역에서는 구조대원은 자신이나 장비에 급성 2차 오염에 대한 우려 없이 급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다. 하지만 액체 수은으로 오염된 구조대원 의복이나 장비는 가
스가 제거된 수은 증기에서 구조대원에게 만성적인 노출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환자자가 제대로 오염이 제거되었는지 확인하고 (위의 오염 제거 구역 참조) 액체 수
은으로 오염된 구조 장비나 의복은 적절하게 제염되거나 폐기되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보충 산소를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정맥 주사를 확보한다. 심장 모니터
를 실시한다.
- 추가제염 및 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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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단계에서 제염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노출된 피부와 눈을 계속 씻어야한다.
1. 호흡기가 손상된 경우 기관내삽관을 통해 기도와 호흡을 보호한다. 가능하지 않은
경우 장비가 갖추어져 있고 그렇게 하도록 훈련받은 경우 반지방패연골절개술
(cricothyroidotomy)을 수행한다.
2. 기관지경련 치료
에어로졸 기관지 확장제로 기관지 경련이 있는 환자를 치료한다.
여러 화학 물질 노출 상황에서 기관지 민감제(sensitizing agent)를 사용하면 추가적
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어떤 유형의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할지 선택하기 전에 심근의 상태를 고려한다(특히
노인의 경우).
교감신경작용 기관지확장제(sympathomimetic bronchodilator)는 수은에 노출된 환
자의 기관지 경련을 회복시킬 수 있다.
3. 라세미 에피네프린 에어로졸
적응증: 중독 후 협착음이 들리는 어린이
용법 2.5 cc물에 2.25 % 라세미 에피네프린 0.25-0.75 mL
투여방법: 심근의 변동성에 유의하면서 필요에 따라 매 20 분마다 반복하여 투여한
다.
4. 혼수 상태, 저혈압 또는 발작 또는 심장 부정맥이 있는 환자는 전문심장소생술
(Advanced Life Support, ALS) 프로토콜에 따라 치료한다.
- 의료기관으로 이송
1. 제염이 완료된 환자 또는 오염 제거가 필요 없는 환자만 의료 시설로 이송해야한
다.
2. 이송하는 경우 환자의 상태, 주어진 치료 및 의료 시설 도착 예상시간을 보고한다.
3. 원소 수은을 섭취한 경우 환자가 구토할 경우를 대비하여 구급차를 준비한다. 흡
인장치, 수건, 이중비닐봉지, 자체 진공 시스템을 갖춘 전문 수은 청소 키트
- 다중중증도분류
1. 기침, 호흡 곤란, 메스꺼움, 두통과 같은 심각한 흡입 노출의 증거가 있는 환자와
다량의 원소 수은을 섭취한 환자는 평가를 위해 의료 시설로 이송한다.
2. 심각한 노출을 가지지 않고 호흡기도 자극의 증거가 없는 무증상 환자는 이름, 주
소 및 전화번호를 기록한 후 현장에서 퇴원할 수 있다.
3. 귀가한 후 증상이 나타나면 재방문토록 교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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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실 진료이후 환자 배치 및 추적 검사 >
심각한 노출 혹은 진행하는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경우 입원을 반드시 고려한다.
1. 지연효과들
고용량 노출로 인한 호흡기 증상은 성인호흡곤란증후군, 호흡부전 및 사망으로 이어
지거나 점진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가끔 심각한 폐 질환은 간질 섬유증과 잔류 제한
성 폐질환(residual restrictive pulmonary disease)으로 진행될 수 있다. 원소 수은
에 대한 다른 잠재적 후유증에는 신장과 중추 신경계에 대한 영향이 포함된다. 이러
한 효과는 고용량의 수은 증기에 대한 급성 노출 후에 발생할 수 있으며 만성 저노동
노출에서 볼 수 있는 효과와 유사하다. 30 개월 미만의 어린이는 폐독성 위험이 높으
며 호흡 부전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더 큽니다.
2. 귀가조치
무증상이지만 수은 증기에 노출되었을 가능성 있는 노출된 환자는 퇴원 할 수 있지만
이후 혈액이나 소변의 수은 농도를 검사하고 잠재적인 지연 효과에 대해 조언이 필요
하다.
증상이 나타나면 환자는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합니다 (아래 수은-환자정보시트
참조).
3. 경과관찰
심하게 노출된 환자의 경우 호흡기, 위장관, 신장 및 신경계 상태에 대한 사후 검사
평가를 실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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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질 정보시트
이 유인물은 원소 수은에 노출 된 사람들을 위한 정보 및 후속 지시 사항을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수은이란 무엇입니까?
원소 수은 금속은 실온에서 매우 무겁고 반짝이는 은백색의 무취 액체입니다. 전
기 스위치, 배터리 및 온도계와 같은 의료 기기를 포함하여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제조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금속은 염소를 제조하고 금 광석을 가공하는 산업에
서 사용됩니다. 인체로 액체의 형태 또는 수은을 피부 또는 위장을 통해 쉽게 흡
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액체는 실온에서, 특히 가열될 때 증발한다. 흡입하면
수은 증기는 매우 독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2. 수은에 노출되면 즉각적인 건강 영향은 어느 정도입니까?
수은 증기를 고농도로 흡입하면 기침, 오한, 발열 및 호흡 곤란을 일으킬 수 있으
며 때로는 구역질, 구토 및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보통 즉시
나타나지 않으며 노출 후 몇 시간 후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증상은 호전되거나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폐와 신장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액체 수은의 삼키는 것은 일반적으로 건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3. 수은 중독을 치료할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원소 수은에 대한 저농도 노출은 지속적인 건강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심하게 노출되어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입원해
야 합니다.
4. 향후 건강에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개개인이 신속하게 회복되는 단일의 작은 노출은 지연성 혹은 장기적인 영향을 미
치기 쉽지 않습니다. 심각한 노출 후 폐, 신장 및 중추 신경계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사람이 원소 수은에 노출된 경우 어떤 검사를 할 수 있습니까?
혈액과 소변에 수은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사는 노출 수준을 평가하는
데 유용 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노출이 발생하면 엑스레이와 혈액 및 소변 검사
로 폐와 신장이 손상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출이 된 모든 경
우에 테스트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6. 원소 수은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안전관리정보시스템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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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자 후속지침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고, 다음 진료예약 확인 및 표기된 지침을 따르십시오.
24시간 이내에 특이증상 또는 징후가 발현되는 경우 응급실 또는 예약의사에게 전화
문의 바랍니다.
※ 특히 아래의 증상인 경우 :
▶ 기침, 천명음, 가슴 압박감 또는 호흡 곤란
▶ 과도한 타액 (침)
▶ 소변 감소 또는 색 변화
[ ] 위에 기술된 증상이 발현되지 않는다면 추후 진료예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 필요시 전화문의 약속, 예약 의사 :
☞ 의사에게 전화문의 시 (

전화번호 :

)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

) 일 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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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연기에 노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담배연기가 폐의 상태
를 악화시킬 수 있음.

[

] 적어도 24시간 이상 술을 마셔서는 안 됩니다; 술이 위장 및 다른 손상 부위를
악화시키거나 다른 증상을 유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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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의사 서명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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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TCE(Trichloroethylene)
1)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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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급실 처치 매뉴얼
< TCE (Trichloroethylene) 중독 환자의 치료 및 배치 원칙 >
1. CBC, glucose, electrolyte를 포함한 혈액검사를 시행
2. 심장, 신장, 간 기능을 모니터링 한다.
⇒ ECG 모니터링, RFT, LFT 등
3.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 흉부 방사선 검사와 맥박 산소포화도 또는 동맥혈 가스검사를 시행
4. 혼수, 저혈압, 경련, 부정맥, 메스꺼움,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은 기존의 방식으로
치료한다.
<주의>
⇒ sympathomimetics 나 catecholamines은 심실세동 유발의 위험이 있어 사용
하지 않는다.
⇒ 잘 교정되지 않거나 지속되는 부정맥은 idocaine 보다 Beta-blockers가 더 효
과적 일 수 있다.
<참고>
⇒ 혈청 TCE 농도 및 요중 TCE 농도는 임상적으로 유용하지 않지만 노출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이다.
※ TCE 노출 확인은 trichloroacetic acid or trichloroethanol을 소변이나 혈액
에서 확인하는 것이다.
⇒ 이 검사가 TCE에 특이하지는 않다.
5. TCE은 해독제가 없다.
6. TCE에 노출된 환자는 중추신경계 손상과 호흡곤란, 심혈관계 증상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 하며 교정해야 한다.
⇒ TCE에 대한 해독제는 없다.
⇒ 혈중으로 흡수된 TCE에 의해 중추신경계 장애 또는 호흡억제, 심장 부정맥 등
의 증상이 발생 할 수 있다.
7. 기타 처치는 일반 화상환자에 준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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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심한 흡입 노출에 의한 호흡곤란 증상이 있거나, 섭취에 의한 중추신경계 저하 증
상이 있는 경우 입원치료를 고려해야 한다.
⇒ 입원환자는 신부전, 중추신경계 손상, 부정맥 등의 징후를 잘 관찰하여야 한다.
⇒ 많은 양을 섭취한 경우 흡인성 폐렴 또는 급성관 괴사성 신부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관찰해야 한다.
⇒ 심한 흡입 노출시 또한 지연성 폐부종 등에 의한 호흡곤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
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관찰해야 한다.
9. 무증상 환자는 6~12시간 동안 관찰해야 한다.
⇒ 이 기간 동안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퇴원시킨다.
⇒ 환자에게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병원 치료를 받을 것을 교육한 후 퇴원시킨다.
(TCE(Trichloroethylene) 환자정보 시트 참조)
10. 저산소증 환자는 신경학적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 24시간 동안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퇴원시킨다.

< 가스형태 호흡기 노출환자 처치 >
1. TCE 가스를 대량으로 흡입한 경우 반복 흉부방사선 검사, 맥박 산소 측정 또는
동맥혈 가스 검사, 폐기능 검사, 필요시 폐 CT 검사 등으로 모니터링 한다.
2.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환자는 마스크를 통해 산소를 공급해야 한다.
⇒ 기관지 연축을 보이는 환자는 분무형 기관지 확장제로 치료한다.
⇒ ventolin sol 2.5~5mg(0.5~1cc) + N/S => 3~4cc nebulizer q20min(2~3회
반복) or 10~15mg(2~3cc) + N/S => 100cc nebulizer for 1hr
<주의>
⇒ sympathomimetic agents such as epinephrine and isoproterenol나
catecholamines은 치명적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어 피한다.
⇒ 분무형 기관지 확장제로 임상적 보고는 다소 부족하지만 beta-2 agonists가
추천되고, 사용전에 심근의 상태를 고려해야 한다.
(흡입 노출로 인해 흉통, 가슴 압박감, 기침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 지연성
기관지염, 흡입성 폐렴, 폐부종, 호흡 부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6~12 시간동
안 주기적으로 검사하며 관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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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기 노출환자(음독) 처치 >
1. TCE를 섭취한 경우 구토를 유발하지 않는다.
2. 대량 섭취한 경우에는 섭취 후 30분 이내에 환자의 상태가 평가되면 Levin tube
를 이용한 위 흡인과 활성탄 투여 및 소화기계의 부식성 손상 정도를 평가하기 위
한 내시경시행을 고려한다.
⇒ 위관을 삽입할 경우에는 화학 손상을 입은 식도와 위에 추가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극심한 목 부위의 부종이 있는 경우 기관삽관 또는 윤상 갑
상절개술이 필요 할 수 있다.
(소아는 부식성 물질을 대량 섭취하지 못하고 비위관 삽관은 천공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내시경을 이용한 비위관 삽관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세척을 시행하
면 안 된다.)
(독성 구토물 또는 위세정액은 세척 튜브를 벽 흡인기 또는 밀폐 용기에 연결
하여 격리 되도록 해야 한다.)
3. 위 세척은 부식성 물질을 제거하고, 내시경 검사 준비를 위해 특정 상황에서 유용
할 수 있다.
⟹ 위 세척을 고려해야 할 경우 (1) 많은 용량을 섭취하였을 경우 (2) 환자의 상태
가 30분 이내에 평가된 경우 (3) 환자의 구강에 병변이 있거나 지속적인 식도
불편감을 호소할 경우 (4) 섭취 후 1 시간 이내인 경우
(독성 구토물 또는 위 세정액은 밀폐 용기에 세척 튜브를 연결하여 격리되도록
해야 한다)
4. TCE를 섭취한 경우 활성탄(activated charcoal) 투여의 효과는 제한적이나 일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환자가 의식이 있고, 증상이 없으며, 구역 반사가 있는 경우 >
⇒ 활성탄(activated charcoal)을 1g/kg (보통 성인은 60~90 g, 소아는 25~50 g)
투여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
⇒ 소아인 경우 소다수와 빨대를 활용하면 활성탄(activated charcoal) 투여에 도
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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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노출환자 처치 >
1. 생리식염수로 15분 이상의 충분히 세척한다.
⇒ 시력을 측정하고 각막 손상에 대해 검사를 시행하고, 적절히 치료한다.
⇒ 심각한 각막손상을 보이는 환자는 즉시 안과의사에게 협진을 의뢰한다.
⇒ 각막 손상이 확인된 환자는 24시간 이내에 재검사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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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급실 대응 리스트
1. 가능한 빨리 피부에 접촉된 TCE를 제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TCE는 증기 형태로 흡입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노출이지만, 액체 상태로 피부 흡수
나 경구 섭취에 의한 전신증상이 있을 수 있다.)
(소아의 경우 손을 입안으로 넣는 행동이 흔하므로 구강안 검사를 반드시 한다.)
2. TCE(Trichloroethylene)에 오염된 환자의 옷이나 개인 소지품은 신속히 제거하
고, 차가운 흐르는 물로 노출된 피부와 체모 부위를 최소 5분 이상 충분히 세척한
다.
(샤워 기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어린이나 노인의 경우 차가운 물로 오염물질 제
거시 저체온증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히 담요나 워머를 사용한다.)
3. 눈 부위 노출 시, 생리 식염수로 적어도 15분 이상 통증이 완화될 때까지 충분히
세척한다.
⇒ 콘택트렌즈는 눈의 추가 손상 없이 쉽게 제거 가능할 경우 제거한다. 시력을
측정하고 각막 손상에 대해 검사를 시행하고 적절히 치료한다.
⇒ 심각한 각막손상을 보이는 환자는 즉시 안과의사에게 협진을 의뢰한다.
⇒ 각막 손상이 확인된 환자는 24시간 이내에 재검사를 시행한다.
(안검 경련의 증상 완화를 위해 0.5% tetracaine과 같은 안과용 마취제를 사용
할 수 있고, 눈꺼풀 아래의 적절한 세척을 위해 안검 견인기를 사용할 수 있
다.)
4. 충분히 오염제거가 된 후에는 ABC의 평가와 조치를 한다.
⟹ 기도를 확보하고 호흡, 순환상태를 평가한다.
⟹ 중증 환자에서는 우선 정맥로를 확보하고 심장리듬 모니터를 시행한다.
⟹ TCE(Trichloroethylene)는 해독제가 없다.
(소아는 기도의 직경이 성인에 비해 더 작기 때문에 부식성 물질에 더 취약할
수 있다.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기관 삽관을 통해 기도를 확보하고 호흡을 보조
해야 한다. 기관 삽관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수술적인 기도확보를 시행해야한
다.)
5. 혼수, 저혈압, 경련, 심실성 부정맥을 보이는 환자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치료해야 한
다.
⟹ TCE는 해독제가 없다.
⇒ 중증 환자에서는 우선 정맥로를 확보하고 심장리듬 모니터를 시행한다.
⇒ sympathomimetics 나 catecholamines은 심실세동 유발의 위험이 있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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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다.
⇒ 잘 교정되지 않거나 지속되는 부정맥은 idocaine 보다 Beta-blockers가 더 효
과적 일 수 있다.
6.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환자는 마스크를 통해 산소를 공급해야 한다.
⇒ 기관지 연축을 보이는 환자는 분무형 기관지 확장제로 치료한다.
⇒ sympathomimetic agents such as epinephrine and isoproterenol나
catecholamines은 치명적 부정맥을 유발 할 수 있어 피한다.
⇒ 분무형 기관지 확장제로 임상적 보고는 다소 부족하지만 beta-2 agonists 가
추천되고, 사용전에 심근의 상태를 고려해야 한다.
(흡입 노출로 인해 흉통, 가슴 압박감, 기침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 지연성
기관지염, 흡입성 폐렴, 폐부종, 호흡 부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6~12 시간동
안 주기적으로 검사하며 관찰해야 한다.)
7. 노출된 모든 환자에서 CBC, glucose, 혈청 전해질, 신장 기능, 간 기능 검사 등을
포함한 혈액 검사와 심전도 모니터링을 시행한다.
⇒ 호흡기계에 노출된 환자는 흉부방사선 검사와 맥박 산소 포화도 측정을 한다.
⇒ 혈청 TCE 농도 및 요중 TCE 농도는 임상적으로 유용하지 않지만 노출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이다.
※ TCE 노출 확인은 trichloroacetic acid or trichloroethanol을 소변이나 혈액
에서 확인하는 것이다.
⇒ 이 검사가 TCE(Trichloroethylene)에 특이하지는 않다.

8. TCE에 노출된 환자는 CBC, 포도당, 혈청 칼륨, 칼슘 농도의 혈청 전해질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 하며 저칼륨혈증 또는 저칼슘혈증을 교정해야 한다.
⇒ TCE에 대한 해독제는 없다.
⇒ 혈중으로 흡수된 톨루엔에 의해 저칼륨혈증 또는 저칼슘혈증이 발생할 수 있
고, 이로 인해 심실세동 및 부정맥 등이 발생할 수 있다.
⇒ 심장 부정맥 증상이 12~24시간 지연되어 발생할 수 있다.
9. TCE를 섭취한 경우 구토를 유발하지 않는다.
⇒ 활성탄 투여의 효과는 제한적이나 일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환자가 의식이 있고, 증상이 없으며, 구역 반사가 있는 경우)
⇒ 활성탄(activated charcoal)을 1g/kg (보통 성인은 60~90g, 소아는 25~50g)
투여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
⇒ 소아인 경우 소다수와 빨대를 활용하면 활성탄(activated charcoal) 투여에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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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이 될 수 있다.
10. 대량 섭취한 경우에는 섭취 후 30분 이내에 환자의 상태가 평가되면 Levin tube
를 이용한 위 흡인과 활성탄 투여 및 소화기계의 부식성 손상 정도를 평가하기 위
한 내시경시행을 고려한다.
⇒ 위관을 삽입할 경우에는 화학 손상을 입은 식도와 위에 추가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극심한 목 부위의 부종이 있는 경우 기관삽관 또는 윤상 갑
상절개술이 필요 할 수 있다.
(소아는 부식성 물질을 대량 섭취하지 못하고 비위관 삽관은 천공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내시경을 이용한 비위관 삽관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세척을 시행하
면 안 된다.)
(독성 구토물 또는 위세정액은 세척 튜브를 벽 흡인기 또는 밀폐 용기에 연결
하여 격리 되도록 해야 한다.)
11. 위 세척은 시행하지 않는다. 단, 위세척 대신에 Levin tube를 삽관하고, 위의 내
용물을 뽑아낸 후에 활성탄을 투여한다. Multiple dose activated charcoal 의
적응증이 되지 않거나, 1회 활성탄 투여로 충분하다면 바로 Levin tube를 제거한
다. 활성탄 투여 용량은 먹은 독성물질의 10 배를 권장한다. 보통의 경우 1회 포
장단위인 50 그램은 먹은 양의 10배가 넘는 경우가 많아서 1회 투여로 충분한 경
우가 많다.
⟹ 고려해야 할 경우 (1) 많은 용량을 섭취하였을 경우 (2) 환자의 상태가 30분 이
내에 평가된 경우 (3) 환자의 구강에 병변이 있거나 지속적인 식도 불편감을 호
소할 경우 (4) 섭취 후 1 시간 이내인 경우
(독성 구토물 또는 위 세정액은 밀폐 용기에 세척 튜브를 연결하여 격리되도록 해
야 한다)
12. 피부 노출시 일반 화상 환자에 준하여 처치를 실시한다.
13. 심한 흡입 노출에 의한 호흡곤란 증상이 있거나, 섭취에 의한 중추신경계 저하
증상, 심장 부정맥이 있는 경우 입원치료를 고려해야 한다.
⇒ 입원환자는 호흡곤란, 신부전, 중추신경계 손상, 심장 부정맥 등의 징후를 잘
관찰하여야 한다.
⇒ 많은 양을 섭취한 경우 흡인성 폐렴 또는 급성관 괴사성 신부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관찰해야 한다.
⇒ 심한 흡입 노출시 또한 지연성 폐부종 등에 의한 호흡곤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
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관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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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무증상 환자는 6~12시간 동안 관찰해야 한다.
⇒ 이 기간 동안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퇴원시킨다.
⇒ 환자에게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병원 치료를 받을 것을 교육한 후 퇴원시킨다.
15. 심장 부정맥 증상이 12~24시간 지연되어 발생할 수 있다.
⇒ 많은 양을 섭취한 경우 흡인성 폐렴 또는 급성관 괴사성 신부전, 심장 부정맥
증상이 지연되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관찰해야 한다.
(TCE(Trichloroethylene)는 환자정보 시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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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물질 정보시트
※ 이 유인물은 TCE(Trichloroethylene)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 및 후속
조치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1. TCE란 무엇입니까?
TCE은 감미롭고 클로로포름과 같은 냄새가 나는 무색의 액체이며, 휘발성이고 가
연성이지만 쉽게 타지 않습니다. 금속 부품을 탈지하고 직물을 깨끗하게 건조시키
는 데 사용됩니다. 또한 잉크 인쇄, 페인트, 광택제 및 접착제 용제로 사용됩니다.
2. TCE 노출에 의해 즉시 발생될 수 있는 건강상의 영향은 무엇입니까?
TCE에 고농도로 노출되면 현기증, 흐린 시력, 흥분감, 메스꺼움, 구토 증상이 발
생합니다. 매우 높은 농도의 흡입은 불규칙한 심장 박동, 실신, 뇌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심지어는 사망까지도 악화될 수 있습니다. 피부에 장시간 접촉한 경우,
피부 발진이나 화학 화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노출이 심각할수록
증상은 더 심합니다.
3. TCE 노출에 의한 증상은 치료될 수 있습니까?
TCE 중독에 대한 해독제는 없습니다. 많은 양을 삼켰거나 흡입한 환자는 입원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완전히 건강해집니다.
4. 향후 건강상의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TCE에 소량 노출되어 빠른 시간 내에 회복되는 경우에는 지연성 또는 장기적인
건강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심각한 노출이나 매우 높은 농도의
노출 후에는 신경이 손상 될 수 있습니다. 장기간 동안 TCE를 사용하며 노출된
근로자에게서 피로, 기억 상실, 두통, 혼란 및 우울증 등의 증상이 보고되었습니
다. TCE은 인간 발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5. TCE에 노출된 사람에게 어떤 검사를 할 수 있습니까?
혈액 및 소변에서 TCE 분해 생성물을 확인하는 특정 검사는 일반적으로 의사에게
유용하지 않습니다. 고농도 노출 이후 혈액 및 소변 분석 및 기타 검사가 신경, 심
장, 폐, 간 또는 신장의 손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임상적 검
사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6. TCE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인터넷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하거나 유해가스노
출 환경보건센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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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문의바랍니다.
※ 특히 아래의 증상인 경우 :
▶ 기침, 천명음 또는 호흡곤란
▶ 어지러움이나 인지장애
▶ 메스꺼움 또는 설사
▶ 눈에서의 통증이나 분비물 증가
▶ 피부 화상부위에 발적이 증가하거나 지속되는 통증 또는 고름과 같은 증상
[ ] 위에 기술된 증상이 발현되지 않는다면 추후 진료예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 필요시 전화문의 약속, 예약 의사 :

전화번호 :

☞ 의사에게 전화문의 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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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연기에 노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담배연기가 폐의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음.
[ ] 적어도 24시간 이상 술을 마셔서는 안 됩니다; 술이 위장 및 다른 손상 부위를
악화시키거나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음.
[ ] 다음과 같은 약물은 복용하지 마십시오 :
[ ] 기존에 처방받은 다음의 약물들은 계속해서 복용 가능합니다. :
인터넷 웹 사이트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안전관리정보시스템”에서 화학 물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환자 서명 :

날짜 :

의사 서명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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