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2012년 9월의 (주)휴브글로벌 불화수소가스 누출사고를 계기
로 화학사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
라는 약 2만5천여 종의 화학물질이 유통되고 매년 300여종의
신규물질이 도입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유통량도 증가하고 있는
데, 특히 화학물질 취급 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화학사
고의 발생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미 불화수소
가스 누출사고를 계기로 화학물질관리법이 만들어지고 유해가
스노출 환경보건센터와 화학물질안전원이 설립되는 등 화학사
고에 대한 대응에 많은 변화가 일어난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
나, 아직도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이나 취급근로자들이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에 대한 이해와 정보가 부족하며, 화학
사고 발생시 노출환자에 대한 실질적인 응급처치를 위한 정보
제공에는 여전히 많은 문제점으로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건강문제는 주로 단시간·고농도에 노출
되었을 때 나타나는 급성증상이 있습니다. 이러한 급성증상은
사고원인물질의 특성에 따라 외래진료 및 임상검사 방법이 다
르기 때문에 외래진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에서 이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외래진료 후, 적절한 추가적 조
치에 대한 지침이 없어, 진료 이후에도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
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지난해 발행한 사고대비 화학물질 응급처치 지침서Ⅰ
(2016.8)의 발간에 이어,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근로자 건강
진단 실무지침”(2016)을 참조하여 사고대비 화학물질 외래진료
및 건강진단 지침서Ⅰ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침서가 나
오기까지 환경부와 수고한 모든 집필진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화학물질 노출에 따른 환자 발생 시 외래진료 의료진들에게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환경보건센터장 우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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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외래진료 및 건강진단 실시개요
2012년 9월 27일 ㈜휴브글로벌 불화수소가스 누출사고 이후에도, 염산, 황산 등 각종 유
해화학물질 누출에 의한 화학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화학사고는 사고원인 물질의 특성에 따라 그 규모와 피해정도가 매우 다양한 양
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환경오염뿐 만 아니라,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지
역사회로 확산되어 대량의 환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화학물질관리법」제45조 및 제46조에 따른 「화학사고 조사단 구성‧운영 및
영향조사에 관한 지침」(2015.1.1 시행)을 제정하여, 유해화학물질의 유출·폭발·화재 등으로
인해 인명피해 발생시, 실시기준에 따라 주민건강 영향조사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화학사고 발생으로 인해 주민건강 영향조사가 수행되어야 함을 가정
할 경우, 매우 긴박하게 진행되는 수고 수습과 초기 복구 등으로 인해 체계적인 건강영향
조사 및 의료기관 내원환자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유해물질에
노출된 주민들의 모니터링과 관찰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재까지 화학사고시 주민건강 영
향조사는 통일된 서식(건강진단 문진표 및 증상에 대한 기초 선별도구)없이 의료진의 경험
적 판단에 의해 실시되어 왔다.
초동대응 직후, 사고물질에 노출된 주민들을 대상으로 증상 설문조사와 생물학적 노출지
표, 건강진단 등의 건강영향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의료기관 내원환자를 체계적으로 관
리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화학물질에 대한 설문지 및 건강진단 매뉴얼 등 기존의 건강영향
조사 방법 등을 표준화하고, 외래진료 지침 등을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현재 사고대비 화학물질 69종 중 사고다발 물질, 대형사고 물질, 다량유통 물질 등
의 순위를 고려하여 우선순위 대상 물질 20종을 선정하였고, 이들 물질부터 우선적으로 유
해가스노출 사고 시 건강영향조사 및 외래진료에 관한 지침서를 만들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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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외래진료 및 건강진단
화학사고로 인해 지역사회에 다수의 환자 발생시, 매우 긴박하게 진행되는 현장에서의
즉각적, 체계적인 환자관리 및 건강영향조사를 위해서는 각각의 화학물질 특성에 맞게 표준
화된 외래진료 지침서 및 노출평가 설문지, 건강진단 매뉴얼 등을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성
이 있다.

1. 목적
화학사고 초등대응 직후, 사고물질에 노출된 주민들을 대상으로 증상 및 노출평가 설문
조사와 생물학적 노출지표, 건강진단 등의 건강영향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의료기관 내
원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다.

2. 대상
사고지역 주민, 현장대응자 등 사고 화학물질 노출가능지역 내에 있었던 모두를 대상으
로 한다.
가. 사고지역 주민
(1) 사고지역 주민에 대한 조사는 노출가능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모두를 포함하는 전
수 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1) 어린이·산모·노인 등 화학물질 노출에 특히 취약한 민감집단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한다.
나. 현장대응자
(1) 현장대응자는 화학사고시 현장의 대응·수습활동을 수행함에 따라 화학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자로서 다음과 같다.
1) 지자체 및 중앙부처의 소방관, 경찰관 등 공무원(소속기관 포함)
2) 현장지원 군인, 의용 소방대원, 예비군, 자원 봉사자 등
3) 그 밖에 화학사고 현장에서 대응 및 수습활동을 지원함에 따라 화학물질 노출이
확실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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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외 사고 시 조사지역의 일시 방문자(언론사 취재진 등), 차량 이동에 따른 운전자
및 동승자 등이 조사 참여를 희망할 경우에는 조사단이 조사대상자 포함 여부를 결정
한다.

3. 실시시기
화학사고로 인해 지역사회에 환자가 발생하여 의료기관을 방문시 외래진료와 동시에

노

출평가 및 정신영향 평가를 위한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와 생물학적 노출지표 평가용 시료
수집을 시행한다.

4. 실시절차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화학사고로 인해 화학물질 노출 관련 증상 및 의학적 소견을 보이
는 환자의 의료기관 방문시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가. 이들 환자를 접수한 의료기관은 화학사고 관련성을 판단하여 자기 기입식 노출평가
설문지 및 불안척도, 사건충격척도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한다.
나. 추후 관련 법에 따라 실시 가능한 건강영향조사를 대비해서 혈액 및 소변(생물학적 노
출지표 검사 목적)을 수집하여 냉동 보관한다.
다. 사고 화학물질에 관한 노출력 및 노출 이후 발현된 주관적 증상, 과거 병력, 직업력,
사고이후 정신적 영향상태 등에 관한에 관한 문진을 시행한다.
라. 사고 화학물질의 특성에 따른 필수 문진항목 및 필수 검사항목, 처방항목 등을 확인하
여 시행한다.
마. 발현되는 증상에 따라 대증적 증상치료와 필요시 추가적 임상검사를 실시한다.

5. 자기 기입식 노출평가 및 불안척도, 사건충격척도 설문지 작성
자기 기입식 설문지는 의사의 문진을 보완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추후 시행 가능한 건
강영향조사 시, 화학사고 노출자들의 신체적, 심리적 영향평가와 노출평가를 목적으로 한다.
가. 설문지 구성
1) 인구학적 특성에는 이름, 성별, 연령, 연락처, 체중, 신장, 직업, 주거 주소지, 흡연
력, 음주력 등을 포함되어 있다.

- 3 -

2) 노출관련 특성에는 사고시 위치, 사고시 사고 현장과의 거리, 대피여부, 대피시간, 복
귀여부, 복귀시간, 사고발생 후 24시간 동안의 시간활동양상(주택 실내 재실 시간, 실
외에서 보낸 시간 등), 주택 주변의 식물(벼, 과수 등 농작물)의 고사 여부, 주택 등
건물 손상 여부 등이 포함되어 있다.
3) 증상관련 특성에는 사고물질에 따른 발현증상, 지속 증상, 증상의 호전정도, 사고로
인한 의학적 치료력, 화학사고 전 개인 질병력 등이 포함되어 있다.
나. 설문조사 방식은 기본적으로 자기 기입식 방식이나 노약자나 어린이들은 문항과 보
기를 의료진이 함께 읽으며 응답자가 대답하는 방식으로 시행한다.
다. 심리적 영향 상태 평가를 위한 문항으로 Beck 불안 척도(Beck Anxiety inventory,
BAI)와 한국판 사건충격척도(impact of event scale-revised Korean version,
IES-R-K)로 구성되어 있다.
라. 작성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의사의 문진시 이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적용할 것
마. 작성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임상의학적 진찰과 검사(선택검사)에 반영할 것
바. 추후 시행될 수 있는 건강영향조사에도 활용되어 추적관찰 및 관리에 반영될 수 있
어야 할 것

6.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란 유해물질이 인체 내에 유입된 후 생체시료로부터 유해물질 그
자체, 또는 유해물질의 대사산물 또는 생물학적 변화산물 등 생물학적 노출물질을 분석하는
검사를 말한다.
가. 가능하면 화학사고로 인해 의료기관을 처음 방문한 시점에서 환자들의 생물학적 노
출지표 검사를 위해 혈액과 소변 시료를 수집한다.
나. 화학물질 안전원의 특별한 지시가 없을 경우에는 소변 시료만 수집한다.
다. 소변 시료 수집방법
(1) 시료 채취 시기
1) 노출지표 검사를 위한 혈액과 소변 시료는 화학사고로 인해 화학물질에 노출 직후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채취한다. 단, 불화수소, 삼염화에틸렌, 메틸클로로포름, 퍼클
로로에틸렌은 노출 종료 3일후, 펜타클로로페놀은 17일 후까지 소변 시료를 채취하
며, 그 외의 유기용제는 노출 종료 후 1일이 지나면 노출 검사를 위한 소변 시료를
채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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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료 채취 방법
1) 시료 보관 용기에 인적사항 및 시료 채취일, 채취 시간, 시료 채취기관 및 채취자 등
을 기록한다.
2) 소변 채취 용기는 오염되지 않은 것을 사용하며, 채취 후 밀봉이 가능한 용기에 40
mL 이상 채취한다.
3) 혈액은 정맥혈을 EDTA(Ethylenediaminetetraacetic acid) 또는 헤파린이 미리 처
리된 튜브와 1 회용 주사기 또는 진공 채혈관을 이용하여 12 mL 이상(4 mL 이상,
3개) 채취한다.
4) 휘발성 유기용제 분석을 위한 시료는 용기 상단에 공기가 없도록 시료 병에 시료를
가득 채워 담고 밀봉한다.
5) 빛에 불안정한 시료는 시료 채취 직후 시료 용기를 차광 조치한다.

라. 시료 이송 및 보관 방법
(1) 소변과 혈액은 채취 후 분석 전까지 4 ℃(2∼8 ℃)에서 냉장 상태로 운반 후 보관하
며, 시료 채취 후 5일 이내에 분석할 수 없으면 냉동보관이 가능한 용기에 옮겨 - 20
℃ 이하에서 냉동 보관한다. 단, 냉동 시 분석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시료는 냉동
보관하지 않는다.
(2) 휘발성 유기용제 분석용 생체 시료는 수령 즉시 유리 재질의 분석 용기에 옮겨 테프론
재질의 마개로 밀봉하고 분석 전까지 냉장 보관한다.
(3) 빛에 불안정한 시료는 차광하여 이송한다.
(4) 건강영향조사단의 지시에 따라 시료를 수거 또는 폐기한다.
(폐기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폐기한다.)

마. 시료의 분석
(1) 건강영향조사단의 지시에 따라 시료가 보관, 수거 또는 의뢰될 수 있게 협조한다.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는 환경부 고시 ‘유해화학물질공정시험기준’ 또는 고용노동부
의 안전보건기술지침을 참조하여 실시하고 검량선, 검출한계, 정확도, 정밀도를 제시한
다.
(3) 분석 기관은 정도관리 또는 표준시료 분석을 통해 분석 대상 물질에 대한 분석 신뢰도
를 확인한다.
(4) (2)항의 시험기준과 지침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물질의 분석은 국내외 공공기관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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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법을 참조한다.

바. 자료의 보존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및 결과와 관련된 모든 문서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한 자료
의 보존 기간은 결과 보고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7. 문 진
(1) 현재 주된 증상 (주소)
1) 화학사고 이후 노출에 의해 발생한 증상
- 작성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현재의 주된 자각증상을 확인한다.
- 특유의 자각증상 없이 막연한 산발적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에도 설문지 작성외의 증
상들은 기술하고 필요시 추적 조사하여 확인한다.
- 임상적 진단에 있어 임상진찰이나 임상검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자각증상의 조사이
다.
(2) 직업력, 거주지
1) 작성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화학사고 이후 노출에 의해 발생한 증상과 관련이 있을만한
직업력 및 거주지에 관한 정보를 상세화 한다.
- 현재 직업력 : 업체명, 직종, 작업형태, 기간, 취급물질 등 직접 종사 작업
- 현재 거주지 (현 거주지가 화학물질 노출지역인 경우 중요)
(3) 노출력 조사
1) 노출시 노출원과의 거리
2) 노출시간
3) 노출시 상황(야외 활동, 실내근무, 보호구 착용여부 등 직접노출, 간접노출 등에 관한
정보)
4) 대피여부 및 대피방법, 대피시 상황 등
5) 노출지역 주변의 식물(벼, 과수 등 농작물)의 고사 여부, 사업장 및 주택 등 건물 손상
여부
(4) 과거 병력조사
1) 작성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화학사고 이후 노출에 의해 발생한 증상과 관련이 있을만한
과거 병력에 관한 정보를 상세화 한다.
2) 과거 병력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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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질병과 화학사고 이후 노출에 의해 발생한 증상과 관련 질환의 가능성이 높은
질병으로 나누어 치료력이 있는 질병 및 외상에 관하여 조사한다.
ⅰ. 이환기간 : ∼ 년 또는 ∼ 세 때
최근의 것은 ∼ 년으로, 오래된 것은 ∼세 쪽이 대답하기 쉽지만, 어느 쪽이든 한쪽
으로 정리
ⅱ. 병명, 부위
병명을 정확히 청취하여, 세밀하게 부위를 확인하고 기재한다.
ⅲ. 질병의 치료방법, 경과 및 기간
수술, 약물, 식사요법, 정기적 검사 등
(5) 현병력 및 생활습관 조사
- 일상의 이환상황 및 현재의 치료질병에 관하여 확인한다.
- 화학물질 노출 이후 발현 증상과 관련이 있는 질병에 관해서 조사한다.
1) 현 병명
2) 치료방법
3) 시기 : 치료개시시기
4) 생활습관 : 흡연력, 음주력 등

8. 임상진찰 항목
(1) 전신상태
- 활력징후 체온, 맥박, 호흡수, 혈압, 신장과 체중
- 체중변화, 권태감, 피로감, 발열, 오한, 발한, 식욕부진, 불면 등
- 정신상태 : 불안, 불면, 의식상태, 감정, 주의력, 기억력 등
- 언어 : 내용, 논리, 언어의 성질(quality)
- 자세, 체격, 체위, 보행, 이상운동
- 영양상태, 부종, 청색증 유무
(2) 순환, 호흡기계
ⅰ. 심음 및 폐음 확인
- 기침, 가래, 호흡곤란, 객혈, 흉통, 천명, 청색증, 심계항진 등
- 호흡음, 호기의 연장, 습성 라음, 건성 라음, 기침후의 라음(posttussive rales),
마찰음(friction rub), 천명, 흉성(pectoriloquy), 기관지성(bronchoph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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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비인후과계
ⅰ. 인후두 소견 기술 (특히 후두부 발적소견)
- 구강 : 구취, 잇몸출혈, 구강점막의 병변, 타액분비항진, 구내건조감, 혀의 동통, 지각
이상, 미각장애, 설태, 궤양, 색소침착, 점막진(enanthem)
- 성대 : 쉰목소리, 발성장애
- 귀 : 청력장애(난청), 이명, 현훈, 분비물(이루), 이통
- 코 : 분비물, 비출혈, 비폐색, 궤양, 후각 장애
(4) 안과적 소견
- 시력장애, 복시, 암점, 안구작열감, 눈물, 동통, 건조, 발적, 창백, 충혈,
점상출혈(petechiae), 각막혼탁, 반흔, 궤양 등 각막손상 여부
(5) 피부과적 소견
- 색조의 변화, 성상(긴장도, 습윤도, 경도), 피부발열, 부종, 발진, 반점, 혈관확장, 수장홍
반, 출혈, 발한(sweating), 피부홍조(flushing), 피부퇴색(blanching)
- 피부 통증, 발진, 수포, 가려움증, 모발 및 손톱의 변화색조, 손톱의 변형, 황달
(6) 정신 신경계
- 초조, 불안, 우울, 불면, 조증 등
- 두통, 현기증, 외상, 동통, 강직(stiffness), 종창
- 행동 : 행동과잉, 무의지증, 실행증(apraxia)
- 성격 혹은 정신상태의 변화, 기억력 저하, 지각장애, 감각장애, 보행장애, 근력저하 혹은
마비, 운동실조 등
- 구음장애(dysarthria), 발성장애(dysphonia), 실어증(aphasia)
- 신경근성 분포의 동통, 이상감각 및 근력저하, 양측성 원위부 감각장애
(7) 소화기계
- 식욕부진, 소화장애, 트림, 팽만감, 구역, 구토, 토혈, 연하장애, 복통, 변통이상, 하혈,
황달 등
(8) 비뇨기계
- 요량의 변화(다뇨, 핍뇨, 무뇨), 배뇨이상(지연성 배뇨, 요적하, 빈뇨, 요의 급박, 요실금,
요폐), 요의 이상(혈뇨, 농뇨, 갈색뇨), 동통, 부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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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근골격계
- 동통, 압통, 근력저하, 종창, 강직, 운동장애 등

9. 임상검사 항목
(1) 혈액 및 소변 검사
1) CBC c Diff
2) Electrolyte Panel (5종 Na, K, Cl, P, Ca)
3) RFT (BUN/Cr), UA
4) LFT
5) Glucose, T.CHO, LDL, HDL, TG
6) 소변 튜브에 날짜, 채취시간, 이름(연번) 표기하여 40~60mL 소변수집
==> -20℃에서 냉동보관(추후 건강영향조사시 수거예정)
(2) 흉부방사선 검사
1) Chest PA/Lat
(3) 선택검사 항목
==> 호흡기 증상 호소 시 : PFT, HRCT, Pulse Oximetry, ABGA, CoHb
==> 가슴 갑갑함 등 심장관련 증상 호소시 : EKG, Cardiac Marker

10. 상급기관 전원 및 추적관찰
(1) 상급기관 전원
1) 호흡곤란, 흉부 불편감, 흉통, 천명음, 지속되는 기침, 가래, 호흡 시 불편감 등의 호흡
기 증상, 흉부 방사선 소견이상, 산소포화도 저하 등 호흡기계 관련 증상 지속 또는 악
화 시 상급기관으로 전원한다.
2) 섭취에 의한 노출 시 상급기관으로 전원한다.
3) 손가락 또는 눈 화상, 심한 피부 화상이 있는 환자는 중환자실이 있는 병원으로 전원하
여 입원 및 24시간 동안 주의깊게 모니터링 해야 한다.
(2) 타과 의뢰
1) 목소리 변화(쉰목소리), 인후 및 후두부 점막발적 또는 궤양 소견 등 이비인후과계 증
상이 심할 경우 이비인후과 의뢰
2) 시야장애, 안구 발적 소견 및 통증 호소 심하거나 지속될 경우 안과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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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화기 증상 심할 경우 소화기 내과 의뢰
4) 불안, 초조, 불면증, 두통 등 신경정신과적 증상 심할 경우 신경정신과 의뢰
(3) 추적 관찰
1) 노출 후에 최소 4시간에서 6시간 동안 무증상인 환자들은 환자용 물질정보 시트와 추후
증상 발현 시 의학적 후속조치에 관한 지침서를 받고 귀가하도록 한다.
2) 24시간 경과 후, 환자를 다시 관찰하고 자각증상에 관해 문진한다. 필요시 적절한 추적
검사와 추적 흉부방사선 검사를 시행한다.
3) 대부분의 화학물질 노출에 따른 지연 증상은 48시간 이내에 발현된다.
※ 48시간 경과 이후에도 추가적인 발현 증상이 없다면, 이후부터는 대증적 치료를 시행
한다.

11. 건강영향조사를 위한 참고사항
(1)

추후 시행

가능한

건강영향조사를 대비하여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용

소변을

40~60mL 정도 수집하여 튜브에 날짜, 채취시간, 이름(연번) 표기하고 -20℃에서 냉동
보관한다. (추후 건강영향조사 시 수거예정)
(2) 설문조사 및 외래진료 결과, 진료 의료인은 화학사고 노출과의 관련성에 대해 (관련있음
/관련없음) 등으로 판정하여 의견을 기술한다.
※ “관련 있음”으로 판정된 환자는 별도의 명단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12. 건강영향조사 관련 법규
유해화학물질 사고영향조사·복구·사후관리에 관한 지침 및 2015년1월부터 시행되는 화학
물질관리법에 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보고받은 화학사고로 인하여 사고의
피해규모 확인 및 원인규명, 사람의 건강피해의 최소화 및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수습조정관을 단장으로 하여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
게 된다.
* 제45조(화학사고 영향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화학사고의 원인 규명,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 피해의 최소화 및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영향조사(이하 "영향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 화학사고의 원인, 규모, 경과 및 인적·물적 피해사항
2. 화학사고 원인이 되는 화학물질의 특성 및 유해성·위해성
3. 화학사고 발생지역 인근 주민의 건강 및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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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화학사고 원인이 되는 화학물질의 노출량 및 오염정도
5. 화학사고 원인이 되는 화학물질의 대기·수질·토양·자연환경 등으로 이동 및
잔류 형태
6. 화학사고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
7. 그 밖에 화학사고의 피해구제에 필요한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영향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 44
조에 따른 현장 수습조정관을 단장으로 하는 화학사고 조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시
행일 : 2015.1.1.]

환경부훈령 제2015-1175호
「화학물질관리법」제45조 및 제46조에 따른 「화학사고 조사단 구성‧운영 및 영향조사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화학사고 조사단 구성‧운영 및 영향조사에 관한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른 화학사
고 영향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법 제45조제1항 제1호부터 제7호에 따른 화학사고 영향조사 및 법 제45조제2
항에 따른 조사단 구성·운영 등에 적용한다. 다만, 법 제44조에 따른 현장수습조정관은 필요
시 조사항목, 조사방법 및 조사절차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화학사고물질”(이하 “사고물질”이라 한다)이란 화학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는 화학물질들
을 말한다.
2. “화학사고 영향조사”(이하 “영향조사”라 한다)란 사고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규명함을 말한다.
3. “노출”이란 화학사고로 인해 발생한 사람(또는 환경)과 사고물질의 접촉을 말한다.
4. “급성노출지표의 기준치”란 사고물질의 노출시간에 따른 일반인구집단(태아, 어린이 등 민감
집단 포함)의 건강영향(자극증상, 비가역적·지속적인 유해영향, 생명위협·사망)을 초래할 것
으로 예측되는 대기 중 사고물질의 농도를 말한다.
5. “현장대응자”란 화학사고의 초동 대응, 현장 수습 등의 활동으로 화학사고 물질에 노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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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6. “노출가능지역”이란 화학사고로 인해 피해 또는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말한다.

제2장 영향조사의 실시기준 및 화학사고 조사단 구성·운영
제4조(영향조사 실시기준) ① 현장수습조정관은 화학사고로 인한 피해가 사업장 밖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화학물질안전원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영향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고물질 노출로 인한 인명피해 외의 단순 안전사고는 제외하
며, 제5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영향조사 실시여부를 결
정하여야 한다.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사망 또는 입원환자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3. 어류폐사 또는 농작물 고사 등 환경피해가 발생한 경우
4. 사업장 밖에서 측정한 대기 중 사고물질 농도가 급성노출지표의 기준치(자극증상 이상)를
초과한 경우
5. 화학사고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 또는 환경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었다고 화학사고 발생
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여 현장수습조정관에게 영향조사를 요청할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영향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장수습조정관에게 명하여 영향조사
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영향조사 계획수립) 조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건강영향조사 및 환경영향
조사계획을 수립한다.
1. 영향조사 대상지역 선정
2. 조사 대상자(주민, 현장대응자 등) 규모
3. 환경매체(대기‧수질‧토양 등) 및 생태(육상‧수서생물, 조류 등) 시료채취 규모‧방법과 분
석방법
4. 건강영향조사 항목 선정
5. 생체 모니터링 실시여부, 생체시료의 종류 및 대사체 선정
6. 생체 모니터링을 위한 생체시료 수집에 관한 생명윤리위원회 심의 계획
7. 그 밖에 영향조사를 위하여 조사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건강영향조사) ① 조사단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사고물질로부터의 노출인구 규모 및 노출 특성
2. 노출인구에 대한 노출 농도, 빈도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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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자각증상과 생체 내 오염물질 농도
4. 조사 대상자에 대한 건강진단 등 현장조사 및 추적조사
5. 그 밖에 건강영향조사를 위하여 조사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조사단은 별표 1을 참고하여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되, 현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사 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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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화학물질별 외래진료 및 건강진단 지침
1. 시안화수소
가. 화학물질 정보
(1) 동의어
하이드로사이안산(hydrocyanic acid), 프러식산(prussic acid),
포르모나이트릴(formonitrile), 탄소 수소화물 나이트라이드(carbon hydride nitride),
하이드로사이안산, 액화(hydrocyanic acid, liquefied), 사이안화 수소(hydrogen
cyanide)
(2) 물리·화학적 성질
∙ C A S N o 74-90-8․ 분자식 및 구조식 HCN
∙ 모양 및 냄새
실온에서 무색의 기체이거나 26℃에서 담청색의 액체로 액화한다. 씁쓸한 아몬드 냄새
가 난다.
∙ 분 자 량 : 27.03 (1 ppm = 1.12 ㎎/㎥ : 20℃)․ 비 중 0.687 (20℃)
∙ 녹 는 점 : -13.4℃․ 끓 는 점 25.6℃
∙ 증 기 밀 도 : 0.941․ 증 기 압 620 ㎜Hg (20℃)
∙ 인 화 점 : -17.78℃ (밀폐상태)․ 폭 발 한 계 공기 중 5.6~40% (vol %)
∙ 전 환 계 수
∙ 용 해 도 : 물과 알코올에 잘 녹으며, 에테르에 조금 녹는다.
∙ 기 타
휘발성, 인화성, 폭발성이 강하다. 22% 이상의 수분과 알칼리와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
는 폭발이 촉진된다. 공기 중에는 0.2~5ppm이 냄새의 역치이다.
(3) 발생원 및 용도
시안화염의 제조, 전기 도금, 금, 은 등 광물의 제련 및 보석가공, 사진 현상, 합성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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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의 합성, 훈증 소독제, 의약품의 첨가제
(4) 주로 노출되는 공정
- 취급사업장 : acetonitrile/acrylonitrile/glyconitrile 합성고무 제조업체, phosphoric
acid, oxalic acid, soda, Nitroprusside, Laetril 등 의약품 제조업체
- 주요취급공정 : 시안화염의 제조, 전기 도금, 보석가공, 사진 현상, 합성고무의 생산, 플
라스틱의 합성과 제조, 곤충과 쥐 등에 대한 훈증 소독, 짐승 가죽의 털 제거 등에 종
사하며 시안화물을 취급하는 작업

나. 임상적 물질정보
(1) 흡수 및 대사
∙ 흡수 : 흡입, 피부 접촉, 섭취 등으로 흡수된다. 흡입을 통해 빠르게 흡수된다.
∙ 대사 : 시안화수소는 Fe++ 과 친화력이 강하여 Fe++를 함유하는 조직 내의 산화효소
(예 : 치토크롬 산화효소)와 굳게 결합한다. 청산 및 그 염류는 -SH를 함유하는 단백질
(예 : 글루타치온)과 반응하여 rhodanese 화합물(thiocyanate)을 형성한다.
∙ 배설 : thiocyanate는 소변과 대변으로 배설된다.
∙ 반감기 : 인간에서 cyanide에서 thiocyanate로 치명적이지 않은 농도로 변하는 반감
기는 20분 ~ 1시간이다.
(2) 표적장기별 건강장해
1) 급성 건강영향
어지러움, 호흡곤란, 불안정감, 두통, 메스꺼움, 갑작스런 의식소실 후 국소적 또는 전신
적인 간질발작과 유사한 경련, 혼수, 불수의적 배뇨 빛 배변, 회복 후 주변시(peripheral
vision)의 약한 소실, 그리고 사망 등이 발생할 수 있다.
2) 만성 건강영향
ⅰ. 신경계
- 무력감, 쇠약감, 냄새와 맛의 변화, 침 흘림, 신경불안, 착란, 쇠약 지속적 두통, 어지
러움, 감각이상 등의 다양한 신경계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ⅱ. 호흡기계
- 호흡곤란과 함께 노력성 호흡을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ⅲ. 눈, 피부, 비강, 인두
- 비경련 또는 비궤양, 인후 자극 증상, 눈 자극증상 및 눈물 흘림(유루증)이 발생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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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부는 차고, 끈적거리며 땀의 분비가 많고 동맥혈 산화헤모글로빈 (oxyhemoglobin)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피부가 밝은 핑크빛을 띄게 되는데 일산화탄소 중독과 감별해야 한
다. 청색증은 초기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ⅳ. 조혈기계
- 직업적으로 5~10년 동안 평균 5ppm에 노출된 근로자에서 혈색소 및 림프구 증가가
보고되었다.
ⅴ. 심혈관계
- 심계항진이 발생하고 혈압이 상승한다. 맥박은 느려졌다가 이후 약한 빈맥으로 이어
지며 때때로 불규칙해진다.
ⅵ. 위장관계
- 구역, 구토, 식욕부진, 소화기 증상, 복부 통증 등 다양한 소화기계 증상이 발생한다.
ⅶ. 기타
- 체중감소 및 전흉부 통증에 대한 보고가 있으며 7년 동안 4.2 ~ 12.4 ppm의 농도에
노출된 근로자의 약 50%에서 갑상선 비대 소견이 관찰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thiocyanate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3) 발암성
발암성을 분류할 만한 충분한 데이터가 없음. (IARC : - , ACGIH : - )
(3) 노출기준
1) 기중 노출기준
- 한국(고용노동부, 2013) Ceiling : 4.7 ppm(5.2 ㎎/㎥) STEL : - 미국(TLV; ACGIH, 2011) Ceiling : 4.7 ppm STEL : - 기준설정의 근거 : 두통, 오심 및 비강, 인후, 상기도 자극 증상 그리고 갑상선 비대
가능성을 취소화할 수 있는 수준
(4) 생물학적 모니터링
1) 혈액과 소변 검사에서 시안화물을 검출하여 급성 노출은 확진할 수 있으나, 임상적 치
료 결정 및 치료 경과관찰 등을 위해 사용하는 데는 유용하지 않다.
2) 급성 시안화물 독성의 진단은 주로 임상적 판단 (급성 중추신경계 독성의 발현과 심폐
혈관의 허탈) 하에 내려진다.
3) 화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단순 시안화수소 누출뿐 만 아니라 동반된 일산화탄소 누출도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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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요 문진항목
- 소량의 시안화수소 흡입에도 두통, 어지러움, 무력감, 오심과 구토를 유발할 수 있다.
- 다량 흡입시에는 호흡곤란, 비정상 심박동, 경련, 혼수와 조기 사망까지도 유발 가능
함.
※ 일반적으로 심각하게 노출될수록 증상도 심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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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현재 주된 증상(주소)
1) 화학사고 이후 노출에 의해 발생한 증상
- 작성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현재의 주된 자각증상을 확인한다.
- 특유의 자각증상 없이 막연한 산발적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에도 설문지 작성외의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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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기술하고 필요시 추적 조사하여 확인한다.
- 임상적 진단에 있어 임상진찰이나 임상검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자각증상의 조사이
다.
(2) 직업력, 거주지
1) 작성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화학사고 이후 노출에 의해 발생한 증상과 관련이 있을 만
한 직업력 및 거주지에 관한 정보를 상세화한다.
- 현재 직업력 : 업체명, 직종, 작업형태, 기간, 취급물질 등 직접 종사 작업
- 현재 거주지 (현 거주지가 화학물질 노출지역인 경우 중요)
(3) 노출력 조사
※ 작성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화학사고 당시의 노출력에 대해 아래와 같이 확인한다.
1) 노출시 노출원과의 거리
2) 노출시간
3) 노출시 상황(야외 활동, 실내근무, 보호구 착용여부 등 직접노출, 간접노출 등에 관한
정보)
4) 대피여부 및 대피방법, 대피시 상황 등
5) 노출지역 주변의 식물(벼, 과수 등 농작물)의 고사 여부, 사업장 및 주택 등 건물 손상
여부
(4) 과거 병력조사
1) 작성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화학사고 이후 노출에 의해 발생한 증상과 관련이 있을만한
과거 병력에 관한 정보를 상세화한다.
2) 과거병력 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 일반 질병과 화학사고 이후 노출에 의해 발생한 증상과 관련 질환의 가능성이 높은 질
병으로 나누어 치료력이 있는 질병 및 외상에 관하여 조사한다.
(5) 현병력 및 생활습관 조사
- 현재의 이환상황 및 현재의 치료질병에 관하여 확인한다.
- 화학물질 노출 이후 발현 증상과 관련이 있는 질병에 관해서 조사한다.
1) 현 병명
2) 치료방법
3) 시기 : 치료개시시기
4) 생활습관 : 흡연력, 음주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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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이학적 검사항목
※ 심혈관계·신경계·호흡기에 유의하여 진찰
※ 두통, 오심 및 비강, 인후, 상기도 자극 증상 등에 유의하여 진찰
(1) 전신상태
- 활력징후 체온, 맥박, 호흡수, 혈압, 신장과 체중
- 체중변화, 권태감, 피로감, 발열, 오한, 발한, 식욕부진, 불면 등
- 정신상태 : 불안, 불면, 의식상태, 감정, 주의력, 기억력 등
(2) 심혈관계, 호흡기계
1) 심음 및 폐음 확인
- 기침, 가래, 호흡곤란, 객혈, 흉통, 천명, 청색증, 심계항진 등
- 호흡음, 호기의 연장, 습성 라음, 건성 라음, 기침후의 라음(posttussive rales),
마찰음(friction rub), 천명, 흉성(pectoriloquy), 기관지성(bronchophony)
(3) 정신 신경계
- 초조, 불안, 우울, 불면, 조증 등
- 두통, 현기증, 외상, 동통, 강직(stiffness), 종창
- 성격 혹은 정신상태의 변화, 기억력 저하, 지각장애, 감각장애, 보행장애, 근력저하 혹은
마비, 운동실조 등
- 행동 : 행동과잉, 무의지증, 실행증(apraxia)
- 구음장애(dysarthria), 발성장애(dysphonia), 실어증(aphasia)
- 신경근성 분포의 동통, 이상감각 및 근력저하, 양측성 원위부 감각장애
(4) 이비인후과계
- 인후두 점막 자극증상 및 소견 기술 (특히 후두부 발적소견)
- 구강 : 구취, 잇몸출혈, 구강점막의 병변, 타액분비항진, 구내건조감, 혀의 동통, 지각이
상, 미각장애, 설태, 궤양, 색소침착, 점막진(enanthem)
- 성대 : 쉰목소리, 발성장애
- 귀 : 청력장애(난청), 이명, 현훈, 분비물(이루), 이통
- 코 : 분비물, 비출혈, 비폐색, 궤양, 후각 장애
(5) 안과적 소견
- 시력장애, 복시, 암점, 안구작열감, 눈물, 동통, 건조, 발적, 창백, 충혈, 점상출혈
(petechiae), 각막혼탁, 반흔, 궤양 등 각막손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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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피부과적 소견
- 색조의 변화, 성상(긴장도, 습윤도, 경도), 피부발열, 부종, 발진, 반점, 혈관확장, 수장홍
반, 출혈, 발한(sweating), 피부홍조(flushing), 피부퇴색(blanching)
- 피부 통증, 발진, 수포, 가려움증, 모발 및 손톱의 변화색조, 손톱의 변형, 황달

마. 임상검사 항목
(1) 혈액 및 소변검사
1) CBC c Diff
2) Electrolyte Panel (5종 Na, K, Cl, P, Ca)
3) RFT (BUN/Cr), UA
4) LFT (AST/ALT, Total bilirubin, direct bilirubin, indirect bilirubin)
5) Glucose, T.CHO, LDL, HDL, TG
6) 소변 튜브에 날짜, 채취시간, 이름(연번) 표기하여 40~60mL 소변수집
==> -20℃에서 냉동보관(추후 건강영향조사 시 수거예정)
(2) 호흡기 및 심혈관계 검사
1) Chest PA/Lat
2) EKG
3) 선택검사 항목
==> 호흡기 증상 호소 시 : PFT, HRCT, Pulse Oximetry, ABGA, CoHb
==> 가슴 갑갑함 등 심장관련 증상 호소시 : Cardiac Marker

바. 응급처치 지침
(1) 대응 의료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화학물질대비 개인보호구(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 Level A or B를 착용한다.
(시안화수소에 젖은 옷이나 환자의 피부나 토사물에 접촉하면 환자뿐 만 아니라 의료진
도 급성 중독되어 짧게는 수 분 내에 전신 증상을 나타내고 사망할 수 있기 때문)
PPE (예 : Tyvek 또는 Saranex 등) 또는 부틸(butyl) 고무 재질의 앞치마, 여러 겹의
라텍스 장갑, 눈 보호 장비 등을 착용한다.
(시안화수소 원액이나 용액은 대부분의 고무장갑과 포장 시트나 크림을 통과하지만 부
틸(butyl) 고무장갑이나 치마는 단기간에 좋은 피부 보호 장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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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자가 병원 내원 전 단계에서 단순히 시안화수소 기체에 노출 되었고 제염 처치를 받
았으며 피부나 눈의 자극 증상이 없다면 전문 생명 소생술(Advanced Life support,
ALS)프로토콜에 따라 ABC(Airway, Breathing, Circulation)순서로 중환자 진료 구역
에서 진료를 진행한다.
(3) 만약 제염 처치를 받지 않았다면 응급실 입실 전 제염 구역(Warm Zone)에서 먼저 제
염을 시행한다. 하지만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저혈압 이거나 경련이나 심장 부정맥을
보인다면 기존 ALS 프로토콜에 따라 ABC순서로 위험 소견에 우선순위를 두고 진료를
진행한다.
(4) 환자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으면 자신이 제염을 하도록 한다. 오염된 옷가지와 개인 소
유물을 각각 다른 봉투에 보관하고 가능한 빨리 피부에 접촉된 시안화수소를 제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시안화수소는 고 침투성으로 호흡기나 소화기 또는 피부를 통과하여 빠른 시간 내에
환자의 사망을 유발할 수 있다.)
(5) 제염 시에도 빠른 처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환자가 증상이 있다면 시안화합물
해독제 키트 사용을 포함하여 즉각적으로 ALS 프로토콜대로 진행함으로 제염을 대치한
다.
(현재 미국 식품 의약국(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이 공인한 시안화
합물 표준 해독제 키트는 아질산아밀 캡슐(Amyl nitrite perles)과 티오황산염나트륨
(Sodium thiosulfate) 또는 최근에 시안화합물 해독제 키트로 승인된 하이드록소코발
아민(Hydroxocobalamin)이 있다.)
(6) 하이드록소코발아민 5g을 15분간 정주한다. 중독의 중증도와 임상반응에 따라 2번째
용량의 5g을 15분에서 2시간까지 환자의 상태에 따라 투여될 수 있다. 희석제로는
0.9% 생리식염수가 추천된다. 일부 약물들은 하이드록소코발아민과 맞지 않으므로 분
리된 수액로 확보가 필요할 수도 있다.
(시안화합물 해독제 키트 사용)
(7) 아질산아밀 캡슐을 깨뜨려 거즈 패드에 적시어 코 밑과 앰부 밸브 입구위에 놓거나 안
면 마스크의 입술 아래에 놓는다. 매 분마다 30초 동안 흡입하며 매 3분마다 새로운
캡슐을 사용한다.
(8) 혹은 티오황산염나트륨을 정주한다. 통상적인 성인용량 12.5g이 녹아있는 티오황산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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륨 25% 용액 중 50ml를 10~20분간 정주한다. 평균 소아투여 용량은 25%용액에서
1.65ml/kg으로 체중에 맞춰 정주한다. 만약 초기에 부적절한 임상 반응을 보이면 원래
용량의 절반을 재차 투여한다.
(9) 시안화수소에 젖어 있거나 녹은 환자의 옷은 신속히 제거하고, 흐르는 물로 2~3분가량
(가능하면 샤워기 세척으로) 충분히 세척하고 천연 비누로 2번 세척한다.
(어린이나 노인의 경우 차가운 물로 오염물질 제거 시 저체온 증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
히 담요나 워머를 사용한다)
(10) 눈 부위 노출 시, 적어도 5분 동안 생리 식염수로 씻어내야 한다.
(눈에 2차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콘택트렌즈 등은 제거하고, 환자를 중환 처치 구역으
로 이송하는 동안 계속 안구를 세척한다. 안통 및 안검 경련 발생 시 증상완화를 위해
안과용 마취제 (예, 0.5% tetracaine 또는 proparacaine)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단,
시안화수소와 반응을 일으켜 손상을 줄 수 있는 다음의 약물들은 같이 투여함을 피한
다.
예) amines, oxidizers, acids, sodium hydroxide, calcium hydroxide, sodium
carbonate, caustic substances, and ammonia
(11) 음독 시에는 절대로 환자에게 구토를 유도하지 않도록 한다. 만약 환자가 의식이 명료
하고 증상이 없으며 정상 구역반사를 보인다면 활성탄 현탁액을 1g/kg용량(영아, 소아,
성인 모두 같은 기준 적용)으로 투여함을 고려해야 한다.
(환자가 토한 오염물에 접촉 시 2차적으로 의료진이나 주변인들에게 중독의 위험이 발
생할 수 있다. 시안화합물은 장관으로의 흡수가 빠르므로 활성탄의 신속한 투여 여부가
효율성을 결정하는 요소가 된다. 만약 환자가 의식이 있고 음독 후 짧은 시간 내에 시
행 될 수 있다면 위 세척술 시행을 고려해야 한다. 위세척후 위세척액과 토사물에서 시
안화수소 기체가 생성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들을 고립시켜야 한다.)

[ 화상 시 처치 ]
(1) 우선 환자 제염이 확인되면 환자를 중환자 처치 구역으로 옮겨 온열 화상에 준해 치료
한다.
(2) 해독제 투여와 임상적으로 발생 가능한 전신 독성 발현에 대한 평가를 시행한다.
(3) 모든 노출 환자들을 대상으로 systemic toxicity 평가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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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산화탄소 중독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압산소치료 요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 눈 노출 환자의 처치 ]
(1) 제염 단계에서 눈 부위 노출 확인 시, 적어도 5분 동안 생리 식염수로 씻어내야 한다.
(눈에 2차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콘택트렌즈 등은 제거하고, 환자를 중환 처치 구역으
로 이송하는 동안 계속 안구를 세척한다. 단, 시안화수소와 반응을 일으켜 손상을 줄
수 있는 다음의 약물들은 같이 투여함을 피한다.)
예) amines, oxidizers, acids, sodium hydroxide, calcium hydroxide, sodium
carbonate, caustic substances, and ammonia
(2) 중환 처치 구역으로 옮긴 후에는 적어도 15분 동안 생리 식염수로 세척해야 한다. 시력
(Visual acuity)을 테스트한다. 각막 손상이 있는 경우는 즉각 안과 협진을 시행한다.
(3) 해독제 투여와 임상적으로 발생 가능한 전신 독성 발현에 대한 평가를 시행한다.
(4) 노출된 후 전신 독성 발현까지 한 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으므로 증상과 징후를 지
켜본다.

[ 호흡기 노출 환자의 처치 ]
(1) 산소 투여를 기본으로 하되 제염 시와 중환 처치구역 진료 시에도 환자가 증상이 있으
면 시안화합물 해독제 키트 사용을 포함하여 즉각적으로 ALS 프로토콜대로 진행한다.
(2) 증상이 없으면 중환 처치 구역으로 옮겨 해독제 투여와 임상적으로 발생 가능한 전신
독성 발현에 대한 평가를 시행한다. 단, 짧은 기간 호흡기 노출이 의심되며 무증상인
환자들의 경우는 해독제 투여 없이 산소투여하며 1시간 이상 증상 발현 여부 관찰 후
증상이 없으면 연락처를 남기고 증상 발현 시를 대비한 안내 지침서를 받아가지고 퇴원
할 수 있다.

[ 음독 형태 노출 환자의 처치 ]
(1) 제염 단계에서 위세척을 한 경우는 2.의 치료 프로토콜로 진행한다. 위세척 없이 중환
처치 구역에 온 음독 환자인 경우 구토를 유도하지 않도록 한다. 만약 환자가 의식이
명료하고 증상이 없으며 정상 구역반사를 보인다면 활성탄 현탁액을 1g/kg용량(영아,
소아, 성인 모두 같은 기준 적용)으로 투여함을 고려한다.
(위세척 시 사용한 튜브를 고립된 벽 흡인기나 밀봉된 용기에 연결시켜 음독물 및 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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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를 배출 시킨다 )
(2)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저혈압 이거나 경련이나 심장 부정맥을 보인다면 기존 ALS 프
로토콜에 따라 ABC순서로 위험 소견에 우선순위를 두고 진료를 진행하며 전에 주어지
지 않았다면 우선 중탄산나트륨을 정주하고 추가적인 투여는 동맥혈검사를 통해 진행여
부를 결정한다.
(3) 해독제 투여와 임상적으로 발생 가능한 전신 독성 발현에 대한 평가를 시행한다.

사. 상급기관 전원 지침
(1) 임상진찰결과 심각한 수준으로 노출되었거나, 심혈관계, 신경계(중추신경계 장해), 호흡
기 등의 이상 소견이 있는 환자는 상급기관으로 전원의뢰 한다.
(2) 음독했거나 피부나 눈에 직접 시안화수소에 접촉한 병력이 있는 환자는 상급기관으로
전원의뢰 한다.
==> 지연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응급실에서 최소 4시간에서 6시간 이상 경과 관찰을
해야 한다.
(3) 상급기관 전원 사유
==> 적응증에 따라 시안화물 해독제 키트의 정맥주사 및 중환자실 입원관찰 필요함.

아. 외래진료 및 추적관찰 지침
(1) 노출이 의심되어 의료기관을 방문한 모든 환자는 노출평가 설문조사와 기본적인 문진,
이학적 검사, 임상적 검사를 시행한다.
(2) 짧은 시간의 호흡기 노출이고 무증상인 환자인 경우, 1시간 이상 증상 발현 여부 관찰
후 증상이 없으면 연락처를 남기고, 환자용 물질정보 시트와 증상 발현시를 대비한 의
학적 후속조치 안내 지침서를 받아서 귀가 할 수 있다.
(3) 노출 후에 최소 4시간에서 6시간 동안 무증상인 환자들 또한 환자용 물질정보 시트와
추후 증상 발현시를 대비한 의학적 후속조치에 관한 지침서를 받고 귀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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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출이 의심되어 진료를 받은 모든 환자들은 반드시 24시간 후 다시 진료하고 자각증
상에 관해 문진한다.
(5) 24시간 지연되어서 발현되는 증상이 있다면 필요에 따라 추가적 검사와 추적 흉부방사
선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6) 대부분의 화학물질 노출에 따른 지연 증상은 48시간 이내에 발현된다.
(7) 48시간 경과 이후에도 추가적인 발현 증상이 없다면, 이후부터는 대증적 치료를 시행한
다.

자. 건강영향조사를 위한 참고사항
(1) 설문조사 및 외래진료 결과, 진료 의료인은 화학사고 노출과의 관련성에 대해 (관련있음
/관련없음) 등으로 판정하여 의견을 기술한다.
※ “관련 있음”으로 판정된 환자는 별도의 명단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2)

추후 시행

가능한

건강영향조사를 대비하여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용

소변을

40~60mL정도 수집하여 튜브에 날짜, 채취시간, 이름(연번) 표기하고 -20℃에서 냉동
보관한다.

(추후 건강영향조사단에서 수거 또는 폐기 안내예정)

(3) 건강영향조사단의 특별한 지시가 없을 경우에는 소변 시료만 채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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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환자용 물질정보 시트
※ 이 유인물은 시안화수소 가스 또는 시안화수소 용액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
및 후속조치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시안화수소란 무엇입니까?
시안화수소는 휘발성이 있고 무색에서 푸른색까지 색을 띄는 액체로 시안화수소산 또는
청산 이라고도 불립니다. 급속도로 기체형태가 되며 흡입 시 수분 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시안화수소는 섬유, 플라스틱, 염색약, 살충제 및 다른 화학 물질들과 쥐를 잡
는 용도인 훈증제를 만드는데 사용되며, 또한 금속의 전기 도금과 사진 필름 개발에도
사용됩니다. 낮은 시안화물 레벨은 흡연 시에 측정될 수 있습니다.

2. 시안화수소 노출에 의해 즉시 발생될 수 있는 건강상의 영향은 무엇입니까?
소량의 시안화수소 흡입은 두통, 어지러움, 무력감, 오심과 구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량흡입은 헐떡거리는 호흡, 비정상 심박동, 경련, 기절과 심지어는 조기 사망까지도
유발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심각하게 노출될수록 증상도 심합니다. 시안화수소 용액
이 음독되거나 피부에 접촉 시 비슷한 증상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시안화수소 노출에 의한 증상은 치료 될 수 있습니까?
시안화물 중독의 치료는 산소 흡입이고 증상이 심각한 경우는 특정 시안화물 해독제 치
료를 하며, 심각한 증상을 보인 환자는 입원해야 합니다.

4. 향후 장기간 건강상의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소규모 단일 노출에 의해 발생한 증상이 빠르게 회복된 사람들은 증상이 지연되어 재발
하거나 장기간 인체영향을 일으킬 가능성이 낮습니다. 반면 심한 노출인 경우에는 지연
되어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뇌와 심장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5. 시안화수소에 노출된 사람에게 어떤 검사를 할 수 있습니까?
혈액이나 소변에서 시안화물을 검출함으로 시안화수소 노출 여부를 확정할 수 있습니
다. 다만, 수 시간이 걸리는 검사이므로 시안화물의 검출 확인을 응급 해독제 사용의 기
준에 적용시키지는 않고 임상적으로 의심될 때 해독제를 씁니다. 심각하게 노출되었을
때는 혈액, 뇨 분석과 다른 검사들을 통해 뇌와 심장이 손상을 입었는지를 밝혀줄 수 있
으며, 모든 경우에 검사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6. 시안화수소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하거나 유해가스노출 환경보건센
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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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환자용 후속지침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고, 다음 진료예약 확인 및 표기된 지침을 따르십시오.
24시간 이내에 특이증상 또는 징후가 발현되는 경우 응급실 또는 예약의사에게 전화문의
바랍니다.

※ 특히 아래의 증상인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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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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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급실 / 클리닉, (

)월/(

)일, AM/P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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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일 동안은 업무에 복귀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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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어도 72시간 이상 담배연기에 노출되어서는 안됩니다; 담배연기가 폐의 상태를 악화
시킬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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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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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의사 서명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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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르신
가. 화학물질 정보
(1) 동의어
수소비소화합물(hydrogen arsenide), 비화수소(arsine), 수소화비소(arsenic hydride),
삼수소화비소 (arsenic hydride(AsH3)), 비소화수소(arseniuretted hydrogen), 수소화
비소(arsenous hydride)
(2) 물리·화학적 성질
∙ C A S N o : 7784-42-1․ 분자식 및 구조식 AsH3
∙ 모양 및 냄새 : 무색의 가스로, 고약한 마늘냄새가 난다.
∙ 분 자 량 : 77.95․ 비 중 2.695
∙ 녹 는 점 : -117℃․ 끓 는 점 -62.5℃
∙ 증 기 밀 도 : 2.7 (공기밀도=1)․ 증 기 압 11,000 ㎜Hg
∙ 전 환 계 수 : 1 ppm = 3 ㎍/㎥

1 ㎎/㎥ = 0.313 ppm (25℃, 760 ㎜Hg)

∙ 용 해 도 물에 녹으며 알코올, 알칼리에 약간 용해된다.
∙ 기 타 특이사항 : 없음
출처 : Merck Index, ACGIH, HSDB
(3) 발생원 및 용도
반도체 윤활제, 유기화합물 합성, 축전지
(4) 주로 노출되는 공정
- 취급사업장 : 합성화학공업, 반도체 제조업, 축전지 제조업
- 주요취급공정 : 반도체 생산에서 윤활제, 유기물 합성, 축전지 제조

나. 임상적 물질정보
(1) 흡수 및 대사
∙ 흡수 : 주된 노출 경로는 흡입에 의한 것이다.
∙ 대사 : 산화와 메틸화에 의해 monomethylarsonate(MMA), dimethylarsinate (D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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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대사된다.
∙ 배설 : 대사물질은 소변으로 배설된다.
(2) 표적장기별 건강장해
1) 급성 건강영향
ⅰ. 피부 및 점막 : 색조변화를 일으킨다.
ⅱ. 조혈기계 : 급성 혈관내 용혈, 빈혈을 일으킨다.
ⅲ. 호흡기계 : 호흡곤란, 호흡 시 마늘 냄새가 난다. 폐부종은 다량 노출 되었을 때 나
타날 수 있다.
ⅳ. 신장 : 신부전을 일으킬 수 있다.
ⅴ. 소화기계 : 오심, 구토, 쥐어짜는 듯 한 복통을 일으킨다.
ⅵ. 신경계 : 두통, 기억력 저하, 지남력 상실, 불안 증상이 나타난다.
ⅶ. 간담도계 : 우상복부 통증, 간비대가 나타날 수 있다.
ⅷ. 근골격계 : 근 손상 및 괴사, 근육통이 나타날 수 있다.
ⅸ. 심혈관계 : 저혈압이 나타날 수 있다.
2) 만성 건강영향
ⅰ. 위장관계 : 복통이 만성적으로 지속된다.
ⅱ. 조혈기계 : 빈혈, 조혈기관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ⅲ. 호흡기계 : 폐 손상을 야기한다.
ⅳ. 신경계 : 말초신경전달 속도 저하로 인한 무감각, 레이노이드 현상, 혈관경련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ⅴ. 비뇨기계 : 신장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ⅵ. 간담도계 :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3) 발암성
발암성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IARC : -, ACGIH : -)
(3) 노출기준
1) 기중 노출기준
- 한국(고용노동부, 2013) TWA : 0.005 ppm(0.016 ㎎/㎥) STEL : - 미국(TLV; ACGIH, 2011) TWA : 0.005 ppm STEL : 기준설정의 근거 : 용혈 및 비장, 간, 신장의 용혈 관련 영향을 막을 수 있는 수준
- 미국(PEL; OSHA, 2012) TWA : 0.05 ppm(0.02 ㎎/㎥) STEL : - 미국(REL; NIOSH, 2012) Ceiling(15분) : 0.002 ㎎/㎥ STE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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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OEL, 2012) TWA : - STEL : - 독일(DFG, 2012) MAK : - PL : - 일본(OEL; JSOH, 2012) TWA : 0.01 ppm(0.032 ㎎/㎥) STEL : (4) 생물학적 모니터링
1) 혈액과 소변 검사에서 아르신(Arsine,비소)을 검출하여 급성 노출은 확진할 수 있으나,
임상적 치료 결정 및 치료 경과관찰 등을 위해 사용하는 데는 유용하지 않다.
2) 혈액, 소변, 다른 여러 표준검사를 통해 아르신 노출이 폐, 혈액세포, 신장, 신경에 심
각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3) 아르신 중독의 독성영향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노출이 의심된 모든 경우에 검사를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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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요 문진항목
- 아르신 노출의 일반적인 초기 증상은 권태감, 두통, 갈증, 오한, 복통, 호흡 곤란 등
이 있고 30~60분 이내에 발생할 수 있다.
- 다량 흡입시에는 호흡곤란, 비정상 심박동, 경련, 혼수와 조기 사망까지도 유발 가능함
※ 일반적으로 심각하게 노출될수록 증상도 심하다.
▶ 특이한 피로 또는 쇠약
▶ 짧아진 호흡
▶ 비정상적인 소변색 변화(붉은색 또는 갈색)
▶ 복부 통증 또는 압통
▶ 특이한 피부색 변화(노란색 또는 청동색)

(1) 현재 주된 증상(주소)
1) 화학사고 이후 노출에 의해 발생한 증상
- 작성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현재의 주된 자각증상을 확인한다.
- 특유의 자각증상 없이 막연한 산발적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에도 설문지 작성외의 증상
들은 기술하고 필요시 추적 조사하여 확인한다.
- 임상적 진단에 있어 임상진찰이나 임상검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자각증상의 조사이다.
(2) 직업력, 거주지
1) 작성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화학사고 이후 노출에 의해 발생한 증상과
관련이 있을 만한 직업력 및 거주지에 관한 정보를 상세화한다.
- 현재 직업력 : 업체명, 직종, 작업형태, 기간, 취급물질 등 직접 종사 작업
- 현재 거주지 (현 거주지가 화학물질 노출지역인 경우 중요)
(3) 노출력 조사
※ 작성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화학사고 당시의 노출력에 대해 아래와 같이 확인한다.
1) 노출시 노출원과의 거리
2) 노출시간
3) 노출시 상황(야외 활동, 실내근무, 보호구 착용여부 등 직접노출, 간접노출 등에 관한
정보)
4) 대피여부 및 대피방법, 대피시 상황 등
5) 노출지역 주변의 식물(벼, 과수 등 농작물)의 고사 여부, 사업장 및 주택 등 건물 손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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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거 병력조사
1) 작성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화학사고 이후 노출에 의해 발생한 증상과 관련이 있을만한
과거 병력에 관한 정보를 상세화한다.
2) 과거병력 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 일반 질병과 화학사고 이후 노출에 의해 발생한 증상과 관련 질환의 가능성이 높은 질
병으로 나누어 치료력이 있는 질병 및 외상에 관하여 조사한다.
(5) 현병력 및 생활습관 조사
- 현재의 이환상황 및 현재의 치료질병에 관하여 확인한다.
- 화학물질 노출 이후 발현 증상과 관련이 있는 질병에 관해서 조사한다.
1) 현 병명
2) 치료방법
3) 시기 : 치료개시시기
4) 생활습관 : 흡연력, 음주력 등

라. 이학적 검사항목
※ 조혈기·간·호흡기·신장·눈·피부·비강·인두·신경계에 유의하여 진찰
※ 용혈 및 비장, 간, 신장의 용혈 관련 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 아르신에 노출이 의심된 모든 환자는 매 시간 마다 소변량을 체크하면서 24시간 동안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 혈관 내 용혈의 발생은 몇 시간 이내에 발생하며 최대 24시간 동안 지연될 수 있고,
급성신부전은 노출 후 72시간 동안 명확한 징후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1) 전신상태
- 활력징후 체온, 맥박, 호흡수, 혈압, 신장과 체중
- 체중변화, 권태감, 피로감, 발열, 오한, 발한, 식욕부진, 불면 등
- 정신상태 : 불안, 불면, 의식상태, 감정, 주의력, 기억력 등
(2) 심혈관계, 호흡기계
1) 심음 및 폐음 확인
- 기침, 가래, 호흡곤란, 객혈, 흉통, 천명, 청색증, 심계항진 등
- 호흡음, 호기의 연장, 습성 라음, 건성 라음, 기침후의 라음(posttussive rales), 마찰
음(friction rub), 천명, 흉성(pectoriloquy), 기관지성(bronchoph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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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신 신경계
- 초조, 불안, 우울, 불면, 조증 등
- 두통, 현기증, 외상, 동통, 강직(stiffness), 종창
- 성격 혹은 정신상태의 변화, 기억력 저하, 지각장애, 감각장애, 보행장애, 근력저하 혹은
마비, 운동실조 등
- 행동 : 행동과잉, 무의지증, 실행증(apraxia)
- 구음장애(dysarthria), 발성장애(dysphonia), 실어증(aphasia)
- 신경근성 분포의 동통, 이상감각 및 근력저하, 양측성 원위부 감각장애
(4) 이비인후과계
- 인후두 점막 자극증상 및 소견 기술 (특히 후두부 발적소견)
- 구강 : 구취, 잇몸출혈, 구강점막의 병변, 타액분비항진, 구내건조감, 혀의 동통, 지각이
상, 미각장애, 설태, 궤양, 색소침착, 점막진(enanthem)
- 성대 : 쉰목소리, 발성장애
- 귀 : 청력장애(난청), 이명, 현훈, 분비물(이루), 이통
- 코 : 분비물, 비출혈, 비폐색, 궤양, 후각 장애
(5) 안과적 소견
- 시력장애, 복시, 암점, 안구작열감, 눈물, 동통, 건조, 발적, 창백, 충혈, 점상출혈
(petechiae), 각막혼탁, 반흔, 궤양 등 각막손상 여부
(6) 피부과적 소견
- 색조의 변화, 성상(긴장도, 습윤도, 경도), 피부발열, 부종, 발진, 반점, 혈관확장, 수장홍
반, 출혈, 발한(sweating), 피부홍조(flushing), 피부퇴색(blanching)
- 피부 통증, 발진, 수포, 가려움증, 모발 및 손톱의 변화색조, 손톱의 변형, 황달

마. 임상검사 항목
(1) 혈액 및 소변검사
1) CBC c Diff
2) Electrolyte Panel (5종 Na, K, Cl, P, Ca)
3) RFT (BUN/Cr), UA (10종)
4) LFT (AST/ALT, Total bilirubin, direct bilirubin, indirect bilirubin)
5) Glucose, T.CHO, LDL, HDL, 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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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 소변 중 비소
소변 튜브에 날짜, 채취시간, 이름(년번) 표기하여 40~60mL 소변수집
==> -20℃에서 냉동보관(추후 건강영향조사시 수거예정)
(2) 호흡기 및 심혈관계 검사
1) Chest PA/Lat
2) EKG
3) 선택검사 항목
==> 호흡기 증상 호소 시 : PFT, HRCT, Pulse Oximetry, ABGA, CoHb
==> 가슴 갑갑함 등 심장관련 증상 호소시 : Cardiac Marker

바. 응급처치 지침
(1) 대응 의료진들은 화학물질대비 개인보호구(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
Level C or D를 착용한다.
(환자가 아르신 기체에만 노출된 경우는 오염제거가 필요없다. 단, 액화 응축된 형태에
노출 시는 동상의 가능성이 그리고 고형의 강철 비소화물인 경우는 산에 노출 시 화학
반응에 의해 아르신 가스가 유발될 수 있으므로 제염 고려가 필요할 수 있다.)
응급실 단계에서 아르신 기체 혹은 액체 노출의 가능성이 생길 시에는 PPE (예 :
Tyvek또는 Saranex 등) 또는 부틸(butyl) 고무 재질의 앞치마, 여러 겹의 라텍스 장
갑, 눈 보호 장비 등을 착용한다.
(2) 환자가 병원 내원 전 단계에서 단순히 아르신 기체에 노출되었고 제염 처치를 받았으며
피부나 눈의 자극 증상이 없다면 전문 생명 소생술(Advanced Life support, ALS)프
로토콜에 따라 ABC(Airway, Breathing, Circulation)순서로 중환자 진료 구역에서 진
료를 진행한다.
(3) 제염 시에도 빠른 처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아르신은 해독제가 밝혀지지 않은
화학물질이다. 환자가 불안정한 증상과 징후가 있다면 즉각적으로 ALS 프로토콜대로
진행함으로 염을 대치한다. 혼수, 저혈압 등의 증상은 기존의 방식으로 대응한다.
(4) 만약 제염 처치를 받지 않았다면 응급실 입실 전 제염 구역(Warm Zone)에서 먼저 제
염을 시행한다. 하지만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저혈압 이거나 경련이나 심장 부정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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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면 기존 ALS 프로토콜에 따라 ABC순서로 위험 소견에 우선순위를 두고 진료를
진행한다.
(5) 환자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으면 자신들이 제염을 하도록 한다. 비록 기체에 노출된 환
자들에게서 제염이 필요하진 않지만 액화된 아르신에 노출된 경우는 오염된 옷가지와
개인 소유물을 각각 다른 봉투에 보관하고 가능한 빨리 피부에 접촉된 아르신을 제거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르신은 혈관 내 용혈 및 급성신부전을 발생시킬 수 있다. 용혈은 몇 시간 이내에 발
생가능하며, 최대 24시간 동안 지연되어 발생할 수 있다. 아르신 노출의 일반적인 초기
증상은 권태감, 두통, 갈증, 오한, 복통, 호흡 곤란 등이 있고 30~60분 이내에 발생한다.)
(6) 액화된 아르신에 피부가 노출된 경우는, 흐르는 물로 최소 15분간(가능하면 샤워기 세
척으로) 충분히 세척한다. 단, 동상 발생 시에는 42℃ 가량의 따뜻한 물로 기존 치료
방법대로 세척한다.
(어린이나 노인의 경우 차가운 물로 오염물질 제거 시 저체온 증을 예방하기 위해 적
절히 담요나 워머를 사용한다)
(7) 아르신에 눈 부위가 노출 시, 적어도 15분 동안 흐르는 물로 씻어내야 한다. 단, 동상
발생 시에는 42℃ 가량의 따뜻한 물이나 생리 식염수로 세척한다.
(눈에 2차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콘택트렌즈 등은 제거하고, 환자를 중환 처치 구역으
로 이송하는 동안 계속 안구를 세척한다. 안통 및 안검 경련 발생 시 증상완화를 위해
안과용 마취제 (예, 0.5% tetracaine 또는 proparacaine)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단,
아르신과 반응을 일으켜 손상을 줄 수 있는 다음의 약물들은 같이 투여함을 피한다.
예) strong oxidizers, chlorine, and nitric acid
(8) 아르신의 특성(실온에서 기체상태로 존재함)상 음독의 가능성이 낮으나 만약, 고체 형태
의 금속 비소화물 형태를 음독 시에는 위산이 고체물질과 반응하여 아르신 기체가 발
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절대로 환자에게 아르신 킬레이트 제제를 투여해선 안
되며 구토도 유도하지 않도록 한다. 비록, BAL (British Anti-Lewisite, dimercaprol)
과 다른 킬레이트 제제가 아르신 중독에 사용될 수는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효과적인
해독제로 인정받지 못하여 권장되지 않고 있는 치료이다.

[ 아르신 액체에 의한 동상 시 처치 ]
(1) 40~42℃ 사이의 온도의 수조에 20~30분 가량 손상부위를 두어 재가온 치료를 하며 동
상 부위의 혈액 순환이 돌아올 때까지 계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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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노출 환자의 처치 ]
(1) 제염 단계에서 눈 부위 노출 확인 시, 적어도 15분 동안 생리 식염수로 씻어내야 한다.
단, 동상 발생 시에는 42℃ 가량의 따뜻한 물이나 생리 식염수로 세척한다.
(눈에 2차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콘택트렌즈 등은 제거하고, 환자를 중환 처치 구역으
로 이송하는 동안 계속 안구를 세척한다. 단, 아르신과 반응을 일으켜 손상을 줄 수 있
는 다음의 약물들은 같이 투여함을 피한다.
예) strong oxidizers, chlorine, and nitric acid
(2) 중환 처치 구역으로 옮긴 후에는 제염 여부 확인 후 시력(Visual acuity)을 테스트한다.
각막 손상이 있는 경우는 즉각 안과 협진을 시행한다.

[ 호흡기 노출 환자의 처치 ]
(1) 마스크로 산소 투여를 기본으로 하되 기관지경련이 있으면 연무용 기관지확장제를 사용
한다. 천명(stridor)이 발생한 소아에게는 2.25% racemic epinephrine 0.25~0.75ml를
사용한다.

[ 음독 형태 노출 환자의 처치 ]
(1) 환자에게 절대로 아르신 킬레이트 제제를 투여해선 안 되며 구토도 유도하지 않도록 한다.

[ 혈관 내 용혈 보이는 노출 환자의 처치 ]
(1) 용혈이 발생하면 소변 알칼리화 및 이뇨화를 시작한다.
5%

dextrose

1리터에

0.25

normal

saline에

mix한

50~100

mEq

sodium

bicarbonate를 소변 배출량이 2~3ml/kg/hour로 유지되게 투여한다. 소변으로 헤모글
로빈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알칼리소변(pH >7.5)을 유지하고, serum electrolyte,
calcium, BUN/Cr, Hb, Hct. 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 한다.
(2) hemoglobinuria 때문에 소변 배출이 원활하지 못할 때 이뇨제 사용을 고려한다.
(3) 고칼륨혈증을 보일 경우 치료 옵션
1) Calcium gluconate (10%) --> 10~20ml IV
2) Sodium bicarbonate (NaHCO3) --> 50~100 mEq IV
3) Insulin and glucose --> 5~10 units regular insulin IV 1~2 amps mix D50W IV
4) Furosemide 40 milligrams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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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odium polystyrene sulfonate 25~50 grams PO or PR (ie, Kaliminate enema)
6) 혈액 투석
(4) 신부전이 심하면 혈액투석도 고려한다.
(5) 용혈 때문에 빈혈이 발생하면 수혈도 고려한다.

사. 상급기관 전원 지침
(1) 임상진찰결과 심각한 수준으로 노출되었거나, 심혈관계, 신경계 (중추신경계 장해), 호
흡기 등의 이상 소견이 있는 환자는 상급기관으로 전원의뢰 한다.
(2) 음독했거나 피부나 눈에 직접 아르신에 접촉한 병력이 있는 환자, 24시간 추척 소변 검
사상 혈관내 용혈의심 소견보이는 환자는 상급기관으로 전원의뢰 한다.
==> 지연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모든 환자는 12 ~ 24시간 이내에 소변, 혈액 검사를
재차 받아야 하며 각막 손상 환자들은 24시간이내에 안과 외래 재진을 받아야 한다.
(3) 상급기관 전원 사유
==> 아르신 노출에 의한 혈액 내 용혈 증상 발생 시 투석 및 수혈 치료 등을 위해

아. 외래진료 및 추적관찰 지침
(1) 노출이 의심되어 의료기관을 방문한 모든 환자는 노출평가 설문조사와 기본적인 문진,
이학적 검사, 임상적 검사를 시행한다.
(2) 짧은 시간의 호흡기 노출이고 무증상인 환자인 경우, 1시간 이상 증상 발현 여부 관찰
후 증상이 없으면 연락처를 남기고, 환자용 물질정보 시트와 증상 발현시를 대비한 의
학적 후속조치 안내 지침서를 받아서 귀가 할 수 있다.
(3) 노출 후에 최소 4시간에서 6시간 동안 무증상인 환자들 또한 환자용 물질정보 시트와
추후 증상 발현시를 대비한 의학적 후속조치에 관한 지침서를 받고 귀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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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출이 의심되어 진료를 받은 모든 환자들은 반드시 24시간 후 다시 진료하고 자각증
상에 관해 문진 및 혈액, 소변검사를 추적 시행한다.
(5) 24시간 지연되어서 발현되는 증상이 있다면 필요에 따라 추가적 검사와 추적 흉부방사
선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6) 대부분의 화학물질 노출에 따른 지연 증상은 48시간 이내에 발현된다.
(7) 48시간 경과 이후에도 추가적인 발현 증상이 없다면, 이후부터는 대증적 치료를 시행한
다.

자. 건강조사를 위한 참고사항
(1) 설문조사 및 외래진료 결과, 진료 의료인은 화학사고 노출과의 관련성에 대해 (관련있음
/관련없음) 등으로 판정하여 의견을 기술한다.
※ “관련 있음”으로 판정된 환자는 별도의 명단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2)

추후 시행

가능한

건강영향조사를 대비하여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용

소변을

40~60mL정도 수집하여 튜브에 날짜, 채취시간, 이름(년번) 표기하고 -20℃에서 냉동
보관한다.

(추후 건강영향조사단에서 수거 또는 폐기 안내예정)

(3) 건강영향조사단의 특별한 지시가 없을 경우에는 소변 시료만 채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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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환자용 물질정보 시트
※ 이 유인물은 아르신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 및 후속조치에 관한 정보의 제공
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아르신이란 무엇입니까?
아르신은 무색으로 마늘냄새 또는 비린내가 나는 가연성, 비자극성 가스입니다. 그러나
냄새역치 수준 아래의 아르신 노출에도 건강위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르신은 전자
제품 제조시 다양한 공정에 사용되며, 물이나 산이 아르신이 포함된 광석이나 금속에 접
촉하면 위험한 수준의 아르신가스가 방출됩니다.

2. 아르신 노출에 의해 즉시 발생될 수 있는 건강상의 영향은 무엇입니까?
아르신 가스를 흡입하면 아주 소량이라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르신 독성의 주요 영
향은 빈혈과 신장손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심각한 아르신 노출 후 수시간 이내에 두
통, 쇠약, 짧아진 호흡, 오심과 구토가 동반된 등이나 복부 통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또
한 소변, 피부, 눈이 변색될 수 있습니다. 아르신이 비소와 관련되어 있어도 아르신 노
출은 비소중독과 같은 징후와 증상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3. 아르신 노출에 의한 증상은 치료될 수 있습니까?
아르신에 대한 해독제는 없지만, 아르신 노출로 인한 증상은 치료될 수 있습니다. 의사
는 아르신에 노출된 환자에게 신장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정맥을 통해 수액을 공급할 수
있으며, 심각한 중독일 때는 수혈과 추가 신장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혈액투석이 필요합
니다.

4. 향후 장기간 건강상의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심각한 노출 후 증상은 일반적으로 2~24시간 이내에 발생합니다. 아르신에 단일, 소규
모로 노출된 사람들은 대부분 장기적 영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심각한 노출 후 영구적
신장손상이나 신경손상이 드물게 발생하였습니다. 비소에 반복 노출되면 피부암이나 폐암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만, 아르신의 장기간 노출에서는 유사한 결과가 보고되지는 않았습니다.

5. 아르신에 노출된 사람에게 어떤 검사를 할 수 있습니까?
특정 검사는 소변에서 비소의 양을 표시할 수 있지만, 이 정보는 의사에게 도움이 될
수도,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혈액, 소변, 다른 여러 표준검사를 통해 아르신 노출이
폐, 혈액세포, 신장, 신경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지 알 수 있으며, 아르신 중독
의 독성영향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노출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검사를 해야 합니다.

6. 아르신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안전관리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하거나 유해가스노출 환경보건센터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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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환자용 후속지침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고, 다음 진료예약 확인 및 표기된 지침을 따르십시오.
24시간 이내에 특이증상 또는 징후가 발현되는 경우 응급실 또는 예약의사에게 전화문의
바랍니다.

※ 특히 아래의 증상인 경우 :
▶ 특이한 피로 또는 쇠약
▶ 짧아진 호흡
▶ 비정상적인 소변색 변화(붉은색 또는 갈색)
▶ 복부 통증 또는 압통
▶ 특이한 피부색 변화(노란색 또는 청동색)
[ ] 위에 기술된 증상이 발현되지 않는다면 추후 진료예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 필요시 전화문의 약속, 예약 의사 :
☞ 의사에게 전화문의 시 (

전화번호 :

)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

) 일 재진 예

약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십시오.

[ ] 추후 추적검사 및 진료를 위한 진료예약
(

) 응급실 / 클리닉, (

)월/(

)일, AM/P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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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일 동안은 업무에 복귀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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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어도 72시간 이상 담배연기에 노출되어서는 안됩니다; 담배연기가 폐의 상태를 악화
시킬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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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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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의사 서명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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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포스핀
가. 화학물질 정보
(1) 동의어
수소인화물(hydrogen phosphide), 인 삼수화물(phosphorus trihydride)
(2) 물리·화학적 성질
∙ C A S N o : 7803-51-2․ 분자식 및 구조식 PH3
∙ 모양 및 냄새 : 불쾌한 마늘 같은 냄새가 나는 무색의 기체. (냄새 역치 : 0.51 ppm)
∙ 분 자 량 : 34.00․ 비 중 0.75(끓는점에서)(20℃, 물=1)
∙ 녹 는 점 : -133.8℃․ 끓 는 점 87.7℃
∙ 증 기 밀 도 : 1.184(공기=1)b․ 증 기 압 3.14×104 ㎜Hg(20℃)
∙ 전 환 계 수 : 1 ppm = 1.39 ㎎/㎥ 1 ㎎/㎥ = 0.719 ppm (25℃, 760 ㎜Hg)
∙ 용 해 도 : 에틸알콜, 에테르, 물에 녹는다. (26 ㎖/100 ml, 17℃)
∙ 기 타 : 공기 또는 염소와 같은 산화제와 접촉하면 발화한다.
출처 : Merck Index, ACGIH, HSDB
(3) 발생원 및 용도
훈증용 살충제, 할로겐화 포스포늄 제조, 반도체 생산에서의 도핑제(doping agent), 중합
개시제, 응축촉매제, 다양한 난연제 제조의 중간생성물
(4) 주로 노출되는 공정
- 훈증 작업
- 포스핀을 방출할 수 있는 화물 운송
- 용접 작업 시 도장부에서 전처리 공정으로 녹 방지용 인산피막 처리를 한 피용제를 용
접하는 공정

나. 임상적 물질정보
(1) 흡수 및 대사
∙ 흡수 : 호흡기를 통한 흡입으로 빠르게 흡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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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사 : 대부분은 인화물 및 차아인산염(hypophosphite) 이온으로 대사된다.
∙ 배설 : 일부는 다시 호기로 배출되고 대부분은 소변으로 배출된다.
(2) 표적장기별 건강장해
1) 급성 건강영향
ⅰ. 눈, 피부, 비강, 인두 : 약간의 포스핀만 흡입하여도 피부와 눈을 자극한다.
ⅱ. 호흡기계 : 포스핀은 강력한 폐 자극제이다. 낮은 농도에 노출되어도 점막자극을 유
발하여 상기도 감염과 비슷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중독 시 기침, 숨이 참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다. 1900~1958년 사이에 59명이 중독을 일으켜 그 중 26명이 폐수
종으로 사망하였다.
ⅲ. 조혈기계 : 백혈구 감소증이 나타날 수 있다
ⅳ. 신장 : 아급성으로 신부전을 일으킬 수 있다.
ⅴ. 소화기계 : 구역,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발생한다.
ⅵ. 신경계 : 두통, 현기증, 보행실조, 마비, 경련, 복시(diplopia) 등을 유발할 수 있다.
ⅶ. 간담도계 : 아급성으로 황달 및 간 손상이 나타날 수 있다.
ⅷ. 근골격계 : 근 손상 및 괴사, 근육통이 나타날 수 있다.
ⅸ. 심혈관계 : 흉부압박감을 나타내며, 심한 경우 부정맥이 발생할 수 있다. 급성중독으
로 사망한 어린이에서 울혈성 심부전증이 생기고 염증을 동반하는 심근의 괴사가 생
긴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다른 살아남은 어린이에서는 초음파 심장촬영에서 좌심실
의 기능부전, CK-MB의 상승 및 심전도의 이상소견이 나타났다. 만성적인 임상증상
이나 검사소견을 볼 수 없었다.
ⅹ. 기타 : 급성중독 시 동공은 크게 확장되며, 심한 갈증, 요통 및 근육통을 야기할 수
도 있다.
* 수분동안 5~10 ppm에 노출되어도 심각한 건장장해를 나타난다. 중독 증상은 용량이 많
을수록 심하며 초기에는 호흡기, 순환기, 신경계 증상이 극심한 위장관 자극과 함께 나타
나고 이후에는 간 및 신 독성이 나타난다. 고농도 노출 시 대개 48시간 이내에 사망한다.
1000 ppm에 수 분, 500 ppm에 30분 정도 노출되면 치명적이다.
* 포스핀의 냄새는 2 ppm에서 감지되나 위험을 알려주는 경고가 되지는 못한다.
2) 만성 건강영향
아주 낮은 농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경우 빈혈, 기관지염, 위장관 장애, 신경계 장
애가 나타날 수 있다.
3) 발암성
동물과 사람에서 발암성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IARC : -, ACGIH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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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출기준
1) 기중 노출기준
- 미국(REL; NIOSH, 2012) TWA : 0.3 ppm (0.4 ㎎/㎥) STEL : 1 ppm (1 ㎎/㎥)
- 유럽연합(OEL, 2012) TWA : 0.1 ppm (0.14 ㎎/㎥) STEL : 0.2 ppm(0.28 ㎎/㎥)
- 독일(DFG, 2012) MAK : 0.1 ppm (0.14 ㎎/㎥) PL : II2
- 일본(OEL; JSOH, 2012) Ceiling : 0.3 ppm (0.42 ㎎/㎥) STEL : - 일본(ACL; 후생노동성, 2012) TWA : - STEL : - 핀란드(사회보건부, 2011) TWA : 0.1 ppm (0.14 ㎎/㎥) STEL : 0.2 ppm (0.28
㎎/㎥)
(4) 생물학적 모니터링
1) 현재 혈액과 소변 검사에서 포스핀을 검출하여 급성 노출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없
으나, 추후 시행 가능한 건강영향조사를 대비하여 소변 튜브에 날짜, 채취시간, 이름(연
번)을 표기하여 40~60mL 소변수집
==> -20℃에서 냉동보관(추후 건강영향조사 시 수거예정)
(5) 참고문헌
1)

EPA;

Pesticide

Product

Label

System

(PPLS)

-

Search

Results

for

VAPORPH3OS Phosphine Fumigant. Product Label approved by EPA on
December 27, 2005. Available from: http://oaspub.epa.gov [cited April 23,
2007]
2) Lewis, R.J. Sr.; Hawley's Condensed Chemical Dictionary 14th Edition. John
Wiley & Sons, Inc. New York, NY 2001. pp 869
3) Toy ADF, Walsh EN; Phosphorus Chemistry in Everyday Living. 1987. 2nd ed
pp 216
4)

IPCS;

Poisons

Information

Monograph

865:

Phosphine.

(October

1997).

Available from:
http://www.inchem. org/documents/pims/chemical/pim865.htm [cited October
24, 2006]
5) WHO; Environ Health Criteria 73: Phosphine and Selected Metal Phosphides.
1988 pp 50
6) Fire Protection Guide to Hazardous Materials. 13 ed. Quincy, MA: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2002. pp 49-117
7) Bingham, E.; Cohrssen, B.; Powell, C.H.; Patty's Toxicology Volumes 1-9 5th
ed. John Wiley & Sons. New York, N.Y. 2001. pp V3 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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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Gosselin, R.E., R.P. Smith, H.C. Hodge. Clinical Toxicology of Commercial
Products. 5th ed. Baltimore: Williams and Wilkins, 1984. pp II-119
9) Grant, W.M. Toxicology of the Eye. 3rd ed. Springfield, IL: Charles C.
Thomas Publisher, 1986. pp 733
10) Seiler, H.G., H. Sigel and A. Sigel (eds.). Handbook on the Toxicity of
Inorganic Compounds. New York, NY: Marcel Dekker, Inc. 1988. pp 527
11) Spencer, E. Y. Guide to the Chemicals Used in Crop Protection. 7th ed.
Publication 1093. Research Institute, Agriculture Canada, Ottawa, Canada:
Information Canada, 1982. pp 458

다. 주요 문진항목

- 소량의 포스핀 노출이라도 두통, 현기증, 메스꺼움, 구토, 설사, 졸음, 기침, 흉부 압박
감을 유발할 수 있다.
- 심한 노출인 경우에는 쇼크, 경련, 혼수, 불규칙 심장 박동, 간 및 신장 손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 일반적으로 심각하게 노출될수록 증상도 심하다.
▶ 기침, 천명음(호흡시 "쌕쌕” 거리는 소리)
▶ 호흡 곤란, 짧아진 호흡
▶ 가슴 통증 또는 압박감
▶ 두통, 현기증, 떨림 , 또는 복시
▶ 보행장애
▶ 메스꺼움, 구토, 설사 , 또는 복통

(1) 현재 주된 증상(주소)
1) 화학사고 이후 노출에 의해 발생한 증상
- 작성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현재의 주된 자각증상을 확인한다.
- 특유의 자각증상 없이 막연한 산발적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에 설문지 작성외의 증상들
은 기술하고 필요시 추적 조사하여 확인한다.
- 임상적 진단에 있어 임상진찰이나 임상검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자각증상의 조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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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업력, 거주지
1) 작성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화학사고 이후 노출에 의해 발생한 증상과 관련이 있을 만
한 직업력 및 거주지에 관한 정보를 상세화한다.
- 현재 직업력 : 업체명, 직종, 작업형태, 기간, 취급물질 등 직접 종사 작업
- 현재 거주지 (현 거주지가 화학물질 노출지역인 경우 중요)
(3) 노출력 조사
※ 작성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화학사고 당시의 노출력에 대해 아래와 같이 확인한다.
1) 노출시 노출원과의 거리
2) 노출시간
3) 노출시 상황(야외 활동, 실내근무, 보호구 착용여부 등 직접노출, 간접노출 등에 관한
정보)
4) 대피여부 및 대피방법, 대피시 상황 등
5) 노출지역 주변의 식물(벼, 과수 등 농작물)의 고사 여부, 사업장 및 주택 등 건물 손상
여부
(4) 과거 병력조사
1) 작성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화학사고 이후 노출에 의해 발생한 증상과 관련이 있을만한
과거 병력에 관한 정보를 상세화한다.
2) 과거병력 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 일반 질병과 화학사고 이후 노출에 의해 발생한 증상과 관련 질환의 가능성이 높은
질병으로 나누어 치료력이 있는 질병 및 외상에 관하여 조사한다.
(5) 현병력 및 생활습관 조사
- 현재의 이환상황 및 현재의 치료질병에 관하여 확인한다.
- 화학물질 노출 이후 발현 증상과 관련이 있는 질병에 관해서 조사한다.
1) 현 병명
2) 치료방법
3) 시기 : 치료개시시기
4) 생활습관 : 흡연력, 음주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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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이학적 검사항목
※ 호흡기·심혈관계·간장·신장·조혈기에 유의하여 진찰
※ 두통, 심한 호흡기계 자극증상, 호흡곤란, 위장관계 불편감, 중추신경계 영향에 의한
증상발생 가능
※ 포스핀에 노출이 의심된 모든 환자는 24시간 경과 후 폐, 간, 신장, 피부, 눈 등에 대
해 추적관찰 하여야 한다.
※ 폐부종과 간 손상의 발생은 노출 후 최대 72시간 이상 지연되어 나타날 수 있다.
(1) 전신상태
- 활력징후 체온, 맥박, 호흡수, 혈압, 신장과 체중
- 체중변화, 권태감, 피로감, 발열, 오한, 발한, 식욕부진, 불면 등
- 정신상태 : 불안, 불면, 의식상태, 감정, 주의력, 기억력 등
(2) 심혈관계, 호흡기계
1) 심음 및 폐음 확인
- 기침, 가래, 호흡곤란, 객혈, 흉통, 천명, 청색증, 심계항진 등
- 호흡음, 호기의 연장, 습성 라음, 건성 라음, 기침후의 라음(posttussive rales),
마찰음(friction rub), 천명, 흉성(pectoriloquy), 기관지성(bronchophony)
(3) 정신 신경계
- 초조, 불안, 우울, 불면, 조증 등
- 두통, 현기증, 외상, 동통, 강직(stiffness), 종창
- 성격 혹은 정신상태의 변화, 기억력 저하, 지각장애, 감각장애, 보행장애, 근력저하 혹은
마비, 운동실조 등
- 행동 : 행동과잉, 무의지증, 실행증(apraxia)
- 구음장애(dysarthria), 발성장애(dysphonia), 실어증(aphasia)
- 신경근성 분포의 동통, 이상감각 및 근력저하, 양측성 원위부 감각장애
(4) 이비인후과계
- 인후두 점막 자극증상 및 소견 기술 (특히 후두부 발적소견)
- 구강 : 구취, 잇몸출혈, 구강점막의 병변, 타액분비항진, 구내건조감, 혀의 동통,
지각이상, 미각장애, 설태, 궤양, 색소침착, 점막진(enanthem)
- 성대 : 쉰목소리, 발성장애
- 귀 : 청력장애(난청), 이명, 현훈, 분비물(이루), 이통
- 코 : 분비물, 비출혈, 비폐색, 궤양, 후각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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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과적 소견
- 시력장애, 복시, 암점, 안구작열감, 눈물, 동통, 건조, 발적, 창백, 충혈,
점상출혈(petechiae), 각막혼탁, 반흔, 궤양 등 각막손상 여부
(6) 피부과적 소견
- 색조의 변화, 성상(긴장도, 습윤도, 경도), 피부발열, 부종, 발진, 반점, 혈관확장,
수장홍반, 출혈, 발한(sweating), 피부홍조(flushing), 피부퇴색(blanching)
- 피부 통증, 발진, 수포, 가려움증, 모발 및 손톱의 변화색조, 손톱의 변형, 황달

마. 임상검사 항목
(1) 혈액 및 소변검사
1) CBC c Diff
2) Electrolyte Panel (5종 Na,K,Cl,P,Ca)
3) RFT (BUN/Cr), UA (10종)
4) LFT ( AST/ALT, Total bilirubin, direct bilirubin, indirect bilirubin)
5) Glucose, T.CHO, LDL, HDL, TG
6)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 소변 중 비소
소변 튜브에 날짜, 채취시간, 이름(연번) 표기하여 40~60mL 소변수집
==> -20℃에서 냉동보관(추후 건강영향조사시 수거예정)
(2) 호흡기 및 심혈관계 검사
1) Chest PA/Lat
2) EKG
3) 선택검사 항목
==> 호흡기 증상 호소 시 : PFT, HRCT, Pulse Oximetry, ABGA, CoHb
==> 가슴 갑갑함 등 심장관련 증상 호소시 : Cardiac Marker

바. 응급처치 지침
(1) 내원 전 제염 처치를 받았거나 포스핀에 노출이 되었으나 피부, 눈 자극 증상이 없는
환자는 즉시 중환자 처치 구역으로 옮긴다. 소아들은 손을 입에 갖다 대는 경향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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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외관 상 증상이 없어 보이더라도 소아 환자의 문진 시에는 꼭 구강을 확인한다.
(제염자의 보호 장구 사용이 어린이 환자들에게는 공포심을 유발하여 추가 처치에 대한
순응도를 낮출 수 있음을 주의한다. )
(2) PPE 레벨은 상황에 따라 (Level B ~ D) 까지 다양할 수 있다. (예 : Tyvek 또는
Saranex 등) 또는 부틸(butyl) 고무 재질의 앞치마, 여러 겹의 라텍스 장갑, 눈 보호
장비 등을 착용한다.
(기체 상태에 접촉한 포스핀 노출 환자는 의료진에게 노출 위험도가 낮지만 옷, 피부,
머리카락 등에 붙은 고체의 금속성 포스핀은 물이나 습기와 반응하여 포스핀 기체를
발생 시킬 수 있다. 포스핀을 포함한 토사물도 또한 포스핀을 발생시켜 2차 오염이 발
생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3) 환자가 병원 내원 전 단계에서 단순히 포스핀 기체에 노출 되었고 제염 처치를 받았으
면 즉시 중환 처치 구역으로 이송한다. 피부나 눈의 자극 증상이 없다면 전문 생명 소
생술(Advanced Life support, ALS) 프로토콜에 따라 ABC(Airway, Breathing,
Circulation)순서로 진료를 진행한다. 환자의 호흡에 장애가 생겼을 때에는 기관 삽관
을 하여 기도와 호흡을 확보해야 한다. 이 과정이 불가능하면 외과적 방법으로 기도를
확보해야 한다.
(4) 기관지 연축이 있는 환자들에게는 연무화된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한다. 다수의 화학물
질에 노출된 상황에서 기관지 증감제를 사용하는 것은 부가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
다. 어떤 종류의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할지 선택하기 전에 우선 심근의 건강상태를 고
려해야 한다. 심장 증감제는 적절히 쓸 수 있지만 특정 화학 물질에 노출된 후에 심장
증감제의 사용은 특히 노인환자에게 심부정맥 발생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포스핀 노출은 일차적으로 심폐 세포들의 미토콘드리아에서 효소와 단백질 합성을 방
해함으로서 중추신경계 저하 및 심혈관계와 호흡계의 허탈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저혈압이 발생한 경우 승압제에 반응이 좋지 않을 수 있다.)
(5) 천명음이 들리는 소아 환자에게는 racemic epinephrine 연무제의 사용을 고려해야 한
다. 2.5cc 생리 식염수에 2.25% racemic epinephrine 용액 0.25~0.75ml를 혼합하여
심근 다양성에 주의하며 필요에 따라 매 20분마다 연무제 사용을 반복한다.
(6) 혼수상태, 저혈압, 경련 발작, 심실 빈맥이 있는 환자는 기존의 방식대로 치료하여야 한다.
혼수, 경련, 심부정맥이 있는 환자에서는 중탄산나트륨을 정주하며 산증을 교정한다.(성
인 용량 = 1 ample; 소아 용량 = 1Eq/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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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상 시 처치 ]
(1) 우선 환자 제염이 확인되면 환자를 중환자 처치 구역으로 옮겨 동상에 준해 치료한다.
40~42℃ 사이의 온도의 수조에 20~30분 가량 손상부위를 두어 재가온 치료를 하며 동
상 부위의 혈액 순환이 돌아올 때까지 계속한다.

[ 눈, 피부 노출 환자의 처치 ]
(1) 제염 단계에서 눈 부위 및 피부 노출 확인 시, 생리 식염수로 씻어내야 한다. 단, 동상
이 있을 때에는 40~42℃ 가량의 따뜻한 물로 세척한다.
(단, 포스핀과 반응을 일으켜 손상을 줄 수 있는 다음의 물질들은 같이 투여함을 피한다.
예) air, oxidizers, chlorine, acids, moisture, halogenated hydrocarbons, and copper
(2) 시력(Visual acuity)을 테스트한다. 각막 손상 가능성을 고려하여 눈을 검사하고 적절히
치료한다. 각막 손상이 있는 경우는 즉각 안과 협진을 시행한다.

[ 호흡기 노출 환자의 처치 ]
(1) 호흡기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에게는 마스크로 추가적인 산소를 투여한다. 기관지 연
축이 있는 환자들은 연무화된 기관지 확장제로 치료한다. 다수의 화학물질에 노출된 상
황에서 기관지 증감제를 사용하는 것은 부가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어떤 종류의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할지 선택하기 전에 우선 심근의 건강상태를 고려해야한다.
(2) 심장 증감제는 적절히 쓸 수 있지만 특정 화학물질에 노출된 후에 심장 증감제의 사용
은 특히 노인환자에게 심부정맥 발생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투여를 신중히
고려한다.
(3) 천명음이 들리는 소아 환자에게는 racemic epinephrine 연무제를 사용한다. 2.5cc 생
리 식염수에 2.25% racemic epinephrine 용액 0.25~0.75ml를 혼합하여 심근 다양성
에 주의하며 필요에 따라 매 20분마다 반복한다.

[ 음독 환자의 처치 ]
(1) 환자에게 절대로 구토를 유발하여서는 안되며 물로 위세척을 하여서도 안된다.
(2) 인화물 음독 시 과망간산칼륨 용액(1:10,000)을 사용한 위세척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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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자가 의식이 명료하고 삼킬 수 있으면 활성탄 현탁액 1gm/kg(보통 성인 용량:
60~90g, 소아 용량: 25~50g)을 먹인다. 소아환자에서는 캔 음료수와 빨대가 활성탄을
먹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사. 상급기관 전원 지침
(1) 임상진찰결과 심각한 수준으로 노출되었거나, 호흡기계, 심혈관계, 신경계(중추신경계
장해), 소화기계 등의 이상 소견이 있는 환자는 상급기관으로 전원의뢰 한다.
(2) 음독했거나 피부나 눈에 직접 포스핀에 접촉한 병력이 있는 환자는 상급기관으로 전원
의뢰 한다.
==> 지연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외래에서 최소 4시간에서 6시간 이상 경과 관찰을 해
야 한다.
==> 지연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모든 환자는 24시간 이내에 증상에 관한 문진 및 흉부
방사선 검사, 소변, 혈액 검사를 재차 받아야 하며 각막 손상 환자들은 24시간이내에
안과 외래 재진을 받아야 한다.
(3) 상급기관 전원 사유
==> 포스핀 노출에 의한 폐, 간, 신부전 등의 증상 발생 시 조치를 위해

아. 외래진료 및 추적관찰 지침
(1) 노출이 의심되어 의료기관을 방문한 모든 환자는 노출평가 설문조사와 기본적인 문진,
이학적 검사, 임상적 검사를 시행한다.
(2) 짧은 시간의 호흡기 노출이고 무증상인 환자인 경우, 1시간 이상 증상 발현 여부 관찰
후 증상이 없으면 연락처를 남기고, 환자용 물질정보 시트와 증상 발현시를 대비한 의
학적 후속조치 안내 지침서를 받아서 귀가 할 수 있다.
(3) 노출 후에 최소 4시간에서 6시간 동안 무증상인 환자들 또한 환자용 물질정보 시트와
추후 증상 발현시를 대비한 의학적 후속조치에 관한 지침서를 받고 귀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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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출이 의심되어 진료를 받은 모든 환자들은 반드시 24시간 후 다시 진료하고 자각증
상에 관해 문진 및 혈액, 소변검사를 추적 시행한다.
(5) 24시간 지연되어서 발현되는 증상이 있다면 필요에 따라 추가적 검사와 추적 흉부방사
선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6) 대부분의 화학물질 노출에 따른 지연 증상은 48시간 이내에 발현된다.
(7) 48시간 경과 이후에도 추가적인 발현 증상이 없다면, 이후부터는 대증적 치료를 시행한
다.

자. 건강조사를 위한 참고사항
(1) 설문조사 및 외래진료 결과, 진료 의료인은 화학사고 노출과의 관련성에 대해 (관련있음
/관련없음) 등으로 판정하여 의견을 기술한다.
※ “관련 있음”으로 판정된 환자는 별도의 명단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2)

추후 시행

가능한

건강영향조사를 대비하여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용

소변을

40~60mL 정도 수집하여 튜브에 날짜, 채취시간, 이름(연번) 표기하고 -20℃에서 냉동
보관한다.

(추후 건강영향조사단에서 수거 또는 폐기 안내예정)

(3) 건강영향조사단의 특별한 지시가 없을 경우에는 소변 시료만 채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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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환자용 물질정보 시트
※ 이 유인물은 포스핀 또는 인화물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 및 후속조치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1. 포스핀이란 무엇입니까?
포스핀은 마늘이나 생선 냄새가 나는 독성의 가스이며, 환자가 냄새를 맡지 못하더라도
심각한 인 노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포스핀은 반도체 산업에서 널리 사용되며, 곡물
저장창고에서 훈증제로 사용되고 아연 인화물은 쥐약으로 사용됩니다. 아연 인화물이나
알루미늄 인화물을 포함한 농약들은 물이나 산과 접촉했을 때 포스핀을 배출할 수 있으
며, 이러한 고체 인화물을 삼켰을 때 인 중독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2. 포스핀 노출에 의해 즉시 발생될 수 있는 건강상의 영향은 무엇입니까?
소량의 포스핀 노출이라도 두통, 현기증, 메스꺼움, 구토, 설사, 졸음, 기침, 흉부 압박
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더 심한 노출은 쇼크, 경련, 혼수, 불규칙 심장 박동, 간 및
신장 손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노출정도가 심할수록 증상도 심합니다.

3. 포스핀 노출에 의한 증상은 치료 될 수 있습니까?
포스핀에 대한 해독제는 없지만 증상은 치료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노출된 환자는 회복
됩니다. 심한 노출을 경험한 사람은 입원이 필요합니다.

4. 향후 장기간 건강상의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소규모 단일 노출에 의해 발생한 증상이 빠르게 회복된 사람들은 증상이 지연되어 재발
하거나 장기간 인체영향을 일으킬 가능성은 없습니다. 심각한 노출 후에 보통 즉시 증상
이 나타나지만 72시간 이후에도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5. 포스핀에 노출된 사람에게 어떤 검사를 할 수 있습니까?
포스핀 자체에 대한 혈액검사나 소변검사는 없습니다. 포스핀의 분해물을 소변에서 측
정할 수 있지만 측정결과는 의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심각한 노출이 발생한
다면 뇌, 폐, 심장, 간, 신장 손상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를 시행
합니다. 심장, 폐, 또는 다른 장기의 손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혈액 검사, 소변 검사와
다른 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모든 환자에서 검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6. 포스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하거나 유해가스노출 환경보건센
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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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환자용 후속지침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고, 다음 진료예약 확인 및 표기된 지침을 따르십시오.
24시간 이내에 특이증상 또는 징후가 발현되는 경우 응급실 또는 예약의사에게 전화문의
바랍니다.

※ 특히 아래의 증상인 경우 :
▶ 기침, 천명음(호흡시 "쌕쌕” 거리는 소리)
▶ 호흡 곤란, 짧아진 호흡
▶ 가슴 통증 또는 압박감
▶ 두통, 현기증, 떨림, 또는 복시
▶ 보행장애
▶ 메스꺼움, 구토, 설사, 또는 복통
[ ] 위에 기술된 증상이 발현되지 않는다면 추후 진료예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 필요시 전화문의 약속, 예약 의사 :
☞ 의사에게 전화문의 시 (

전화번호 :

)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

) 일 재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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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급실 / 클리닉, (

)월/(

)일, AM/P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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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일 동안은 업무에 복귀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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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어도 72시간 이상 담배연기에 노출되어서는 안됩니다; 담배연기가 폐의 상태를 악화
시킬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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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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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의사 서명 :

날짜 :

- 53 -

4.

불산

가. 화학물질 정보
(1) 동의어
불화수소 가스(hydrogen fluoride gas); 무수 히드로플루오릭 산(anhydrous
hydrofluoric acid); 플루오히드릭 산(fluorhydric acid); 히드로플루오릭
산(hydrofluoric acid); 불화붕소 산(fluoboric acid); 수소 플루오르화,
무수물(hydrogen fluoride, anhydrous); 플루오릭 산(fluoric acid);
플루오린 하이드리드(fh)(fluorine hydride (fh)); 플루오린 모노하이드리드(fluorine
monohydride); 불화 수소(hydrogen fluoride (hf)); 모노불화 수소(hydrogen
monofluoride); 히드로플루오릭 산 가스(hydrofluoric acid gas);
(2) 물리·화학적 성질
∙ C A S N o : 7664-39-3․ 분자식 및 구조식 HF
∙ 모양 및 냄새 : 무색의 기체, 강한 자극성 냄새 (냄새의 역치 : 0.042 ppm)
∙ 분 자 량 : 20.01 (1 ppm = 0.83 ㎎/㎥ :20℃)․ 비 중 0.988 (20℃)
∙ 녹 는 점 : -83.55℃․ 끓 는 점 19.51℃
∙ 증 기 밀 도 : 0.7 (공기=1)․ 증 기 압 760 ㎜Hg (20℃)
∙ 인 화 점 : 연소되지 않음․ 폭 발 한 계 ∙ 용 해 도 : 물에 대한 용해도(20℃) : 잘 녹음
∙ 기 타 : 금속에 닿으면 가연성 가스가 발생함
출처 : Merck Index, ACGIH, HSDB
(3) 발생원 및 용도
휘발유, 탄화수소 제조의 촉매제, 유리를 서리 내린 듯 흐리게 하거나 식각 및 연마하
는 용액, fluorine과 aluminum fluoride의 생산, uranium 정제
(4) 주로 노출되는 공정
- 취급사업장 : 옥탄가가 높은 휘발유 제조, 탄화수소 제조, 금속 주조공장, 반도체를 제
조, fluorine과 aluminum fluoride의 생산, uranium 정제사업장
- 주요취급공정 : 식각 및 연마공정(유리 등), 금속 주조물에서 모래를 제거공정, 반도체를
제조할 때 실리콘판의 식각 공정, fluorine과 aluminum fluoride의 생산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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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anium 정제공정 등에서 사용

나. 임상적 물질정보
(1) 흡수 및 대사
∙ 흡수 : 불산가스는 호흡기를 통해 쉽게 흡수되고 녹아 있는 불산은 소화기를 통해서
쉽게 흡수됨.
∙ 대사 : 불산은 대사되지 않는다.
∙ 배설 : 불산은 주로 소변을 통해 배설되며, 노출 중단 시 48~72시간 내에 소변 내
fluoride가 빠르게 감소한다.
(2) 표적장기별 건강장해
1) 급성 건강영향
ⅰ.호흡기계 : 심한 호흡기 자극제로 폐 기능 장애, 급성폐부종을 일으키며 노출 후 하루
이틀 동안 증상이 없다가도 이 후에 호흡곤란, 청색증, 폐부종이 발생할 수가 있다.
ⅱ. 피부, 눈 : 눈에 들어갈 시 심한 눈의 손상을 입는다. 불산용액, 불산가스는 눈과 피
부에 심각하고 통증이 있는 화상을 유발한다.
ⅲ. 뼈, 치아 : 치아 불소증을 야기시키고 뼈의 골절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ⅳ. 기타 : 경피 또는 흡입으로 다량에 불산에 노출 시 저칼슘혈증과 저마그네슘혈증이
초래되어 부정맥이 가능하다.
2) 만성 건강영향
ⅰ. 호흡기계 : 만성기관지염을 유발할 수 있다.
ⅱ. 근골격계 : 만 1년 이상 노출시 X-선으로 보았을 때 뼈의 음영 농도가 증가되며 뼈
에 불소침착이 일어날 수 있다. 주로 처음에는 요추 및 골반에 불화물 침착이 먼저
나타난다.
3) 발암성
발암성을 분류할 만한 충분한 데이터가 없음. (IARC : - , ACGIH : - )
(3) 노출기준
1) 기중 노출기준
- 한국(고용노동부, 2013) TWA : 0.5 ppm STEL : - Ceiling : 3 ppm(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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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TLV; ACGIH, 2011) TWA : 0.5 ppm STEL : Ceiling : 2 ppm
- 기준설정의 근거 : 호흡기계 부작용, 피부 또는 뼈의 불소증, 눈 및 피부 자극의 가
능성을 취소화할 수 있는 수준
- 미국(PEL; OSHA, 2012) TWA : - STEL : - 미국(REL; NIOSH, 2012) TWA : 3 ppm(2.5 ㎎/㎥) STEL : Ceiling(15분) : 6 ppm(5 ㎎/㎥)
- 유럽연합(OEL, 2012) TWA : 1.5 ㎎/㎥ STEL : 3 ppm(2.5 ㎎/㎥)
- 독일(DFG, 2012) MAK : 1 ppm(0.83 ㎎/㎥) PL : I(2)
- 일본(OEL; JSOH, 2012) TWA : 3 ppm(2.5 ㎎/㎥) STEL : - 일본(ACL; 후생노동성, 2012) TWA : 0.5 ppm STEL : - 핀란드(사회보건부, 2011) TWA : 1.8 ppm(1.5 ㎎/㎥) STEL : 3 ppm(2.5 ㎎/㎥)
(4) 생물학적 모니터링
1) 소변 중 불화물 검사 시행, 임상적 의미 높지 않음.
2) 추후 시행 가능한 건강영향조사를 대비하여 소변 튜브에 날짜, 채취시간, 이름(년번)을
표기하여 40~60mL 소변수집
==> -20℃에서 냉동보관(추후 건강영향조사 시 수거예정)
(5) 참고문헌
1)

Agency

for

Toxic

Substances

and

Disease

Registry

(ATSDR).

2003.

Toxicological Profile for Fluorides, Hydrogen Fluoride, and Fluorine (Update).
Atlanta, GA: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Public Health
Service.
2) Largent EJ : Fluorosis. The Health Aspects of Fluorine Compounds, pp.
34-39, 43-48. Ohio State University Press, Columbus, OH(1961)
3) Lund K, Ekstrand J, Boe J, Søstrand P, Kongerud J. Exposure to hydrogen
fluoride: an experimental study in humans of concentrations of fluoride in
plasma, symptoms, and lung function. Occup Environ Med 1997;54;32-7.
4) Largent EJ : The metabolism of fluorides in man. AMA Arch Ind Health
1960;21;318-23.
5) Lund K, Refsnes M, Sandstrøm T, Søstrand P, Schwarze P, Boe J, Kongerud
J. Increased CD3 positive cells in bronchoalveolar lavage fluid after hydrogen
fluoride inhalation. Scand J Work Environ Health 1999;25;326-34.
6) Lund K, Refsnes M, Ramis I, Dunster C, Boe J, Schwarze PE, Skovlun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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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lly FJ, Kongerud J. Human exposure to hydrogen fluoride induces acute
neutrophilic, eicosanoid, and antioxidant changes in nasal lavage fluid. Inhal
Toxicol 2002;14;119-32.
7) Viragh E, Viragh H, Laczka J, Coldea V. Health effects of occupational
exposure to fluorine and its compounds in a small-scale enterprise. Ind
Health 2006;44;64-8.

다. 주요 문진항목
- 피부 또는 눈에 노출되었을 때, 대부분 자극성 손상이 발생한다.
- 고농도의 불산에 노출된 부위는 깊고 심각한 화상이 발생할 수 있다.
- 불화수소 가스 또는 고농도 불산 용액에서 발생한 증기의 흡입시 호흡기 손상이 발
생할 수 있다.
- 고농도의 불산 증기 흡입은 폐 부위에 화학적 화상 또는 상기도 부종 등과 같은 심
각한 증상을 유발 할 수 있으며, 폐 손상은 급성 사망의 원인이 된다.
- 체내로 흡수된 불소이온에 의해 심장의 불규칙한 박동이 유발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 20% 미만의 희석된 불산에 노출된 경우에는 초기에 거의 증상이 없거나 경미할 수
있으나, 1~2일 정도 지연되어 노출부위에 심한 통증이 나타날 수도 있다.
- 불산을 마시면 목구멍과 위장에 심각한 화상을 입고,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 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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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현재 주된 증상(주소)
1) 화학사고 이후 노출에 의해 발생한 증상
- 작성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현재의 주된 자각증상을 확인한다.
- 특유의 자각증상 없이 막연한 산발적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에도 설문지 작성외의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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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기술하고 필요시 추적 조사하여 확인한다.
- 임상적 진단에 있어 임상진찰이나 임상검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자각증상의 조사이
다.
(2) 직업력, 거주지
1) 작성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화학사고 이후 노출에 의해 발생한 증상과 관련이 있을 만
한 직업력 및 거주지에 관한 정보를 상세화한다.
- 현재 직업력 : 업체명, 직종, 작업형태, 기간, 취급물질 등 직접 종사 작업
- 현재 거주지 (현 거주지가 화학물질 노출지역인 경우 중요)
(3) 노출력 조사
※ 작성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화학사고 당시의 노출력에 대해 아래와 같이 확인한다.
1) 노출시 노출원과의 거리
2) 노출시간
3) 노출시 상황(야외 활동, 실내근무, 보호구 착용여부 등 직접노출, 간접노출 등에 관한
정보)
4) 대피여부 및 대피방법, 대피시 상황 등
5) 노출지역 주변의 식물(벼, 과수 등 농작물)의 고사 여부, 사업장 및 주택 등 건물 손상
여부
(4) 과거 병력조사
1) 작성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화학사고 이후 노출에 의해 발생한 증상과 관련이 있을만한
과거 병력에 관한 정보를 상세화한다.
2) 과거병력 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 일반 질병과 화학사고 이후 노출에 의해 발생한 증상과 관련 질환의 가능성이 높은 질
병으로 나누어 치료력이 있는 질병 및 외상에 관하여 조사한다.
(5) 현병력 및 생활습관 조사
- 현재의 이환상황 및 현재의 치료질병에 관하여 확인한다.
- 화학물질 노출 이후 발현 증상과 관련이 있는 질병에 관해서 조사한다.
1) 현 병명
2) 치료방법
3) 시기 : 치료개시시기
4) 생활습관 : 흡연력, 음주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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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이학적 검사항목
※ 눈·피부·비강·인두·구강·호흡기·심혈관계(부정맥)에 유의하여 진찰
※ 호흡기계 부작용, 눈 및 피부 자극 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 불산에 노출이 의심된 모든 환자는 24시간 경과 후 피부, 눈, 호흡기, 간, 신장, 등에
대해 추적관찰 하여야 한다.
※ 폐부종과 간 손상의 발생은 노출 후 최대 48시간 이상 지연되어 나타날 수 있다.
(1) 전신상태
- 활력징후 체온, 맥박, 호흡수, 혈압, 신장과 체중
- 체중변화, 권태감, 피로감, 발열, 오한, 발한, 식욕부진, 불면 등
- 정신상태 : 불안, 불면, 의식상태, 감정, 주의력, 기억력 등
(2) 호흡기계, 심혈관계
1) 폐음 확인
- 기침, 가래, 호흡곤란, 객혈, 흉통, 천명음 등 호흡기계 손상여부 확인 중요함
- 호흡음, 호기의 연장, 습성 라음, 건성 라음, 기침후의 라음(posttussive rales), 마찰
음(friction rub), 천명, 흉성(pectoriloquy), 기관지성(bronchophony)
2) 심음 확인
- 부정맥, 심계항진, 청색증 등 심장이상 소견 확인
(3) 정신 신경계
- 초조, 불안, 우울, 불면, 조증 등
- 두통, 현기증, 외상, 동통, 강직(stiffness), 종창
- 성격 혹은 정신상태의 변화, 기억력 저하, 지각장애, 감각장애, 보행장애, 근력저하 혹은
마비, 운동실조 등
- 행동 : 행동과잉, 무의지증, 실행증(apraxia)
- 구음장애(dysarthria), 발성장애(dysphonia), 실어증(aphasia)
- 신경근성 분포의 동통, 이상감각 및 근력저하, 양측성 원위부 감각장애
(4) 이비인후과계
- 인후두 점막 자극증상 및 소견 기술 (특히 후두부 발적소견)
- 구강 : 구취, 잇몸출혈, 구강점막의 병변, 타액분비항진, 구내건조감, 혀의 동통, 지각이
상, 미각장애, 설태, 궤양, 색소침착, 점막진(enanthem)
- 성대 : 쉰목소리, 발성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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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 청력장애(난청), 이명, 현훈, 분비물(이루), 이통
- 코 : 분비물, 비출혈, 비폐색, 궤양, 후각 장애
(5) 안과적 소견
- 시력장애, 복시, 암점, 안구작열감, 눈물, 동통, 건조, 발적, 창백, 충혈,
점상출혈(petechiae), 각막혼탁, 반흔, 궤양 등 각막손상 여부
(6) 피부과적 소견
- 색조의 변화, 성상(긴장도, 습윤도, 경도), 피부발열, 부종, 발진, 반점, 혈관확장, 수장홍
반, 출혈, 발한(sweating), 피부홍조(flushing), 피부퇴색(blanching)
- 피부 통증, 발진, 수포, 가려움증, 모발 및 손톱의 변화색조, 손톱의 변형, 황달

마. 임상검사 항목
(1) 혈액 및 소변검사
1) CBC c Diff
2) Electrolyte Panel (5종 Na, K, Cl, P, Ca)
3) RFT (BUN/Cr), UA (10종)
4) LFT ( AST/ALT, Total bilirubin, direct bilirubin, indirect bilirubin)
5) Glucose, T.CHO, LDL, HDL, TG
6)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 소변 중 불화물
소변 튜브에 날짜, 채취시간, 이름(연번) 표기하여 40~60mL 소변수집
==> -20℃에서 냉동보관(추후 건강영향조사시 수거예정)
(2) 호흡기 및 심혈관계 검사
1) Chest PA/Lat
2) EKG
3) 선택검사 항목
==> 호흡기 증상 호소 시 : PFT, HRCT, Pulse Oximetry, ABGA, CoHb
==> 가슴 갑갑함 등 심장관련 증상 호소시 : Cardiac Mar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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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응급처치 지침
(1) 중증의 호흡곤란 환자는 산소 공급과 함께 10% 농도로 희석한 칼슘글루코네이트를 분
무기로 투여한다.
(2) 저칼슘 혈증 치료는 10% 칼슘글루코네이트를 10ml 까지 0.1~0.2ml/Kg로 정맥 투여한
다.
⟹ 칼슘 수준은 매 시간당 확인하고, 혈청 칼슘, 심전도, 또는 증상이 개선될 때까지 반복
투여할 수 있다.
(3) 저마그네슘 혈증 치료는 2~4ml 50% magnesium sulfate를 40분 동안 정맥 투여한다.
(4) 통증 완화가 되지 않고, 호흡 곤란, 섭취에 의한 노출, 손가락 또는 눈 화상, 심한 피부
화상이 있는 환자는 중환자실에 입원 24시간 동안 주의 깊게 모니터링 해야 한다.
(ECG, O2 모니터링으로 치료의 필요성과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다.)
(5) 불산의 피부노출 후, 물집이 형성된 경우는 물집 부위를 절개하고 배액한다. 치료 전에
괴사된 조직은 초기에 변연 절제술로 절제하는 것이 상처회복을 촉진한다.
(6) 통증이 완화될 때까지 칼슘글루코네이트 젤을 화상부위에 충분히 도포한다. 칼슘글루코
네이트 젤은 3~4일 동안 매일 4~6회 도포한다.
(젤을 도포하는 의료진은 불산 오염으로부터 자신의 손가락을 보호하기 위해 고무 글러
브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7) 50% 이상으로 화상 부위가 넓고, 처지지연 등으로 불산이 깊이 침투한 화상의 경우,
통증 왼화가 30~60분 내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이때에는 칼슘글루코네이트의 피부
하 주사를 고려한다.
⟹ 10% 칼슘글루코네이트 용액을 피부 표면 cm당 최대 0.5ml 작은 게이지 바늘 (# 30)로
주입한다.
(8) 손가락 주변의 화상인 경우에는 동맥 내 칼슘글루코네이트 주입을 고려한다.
동맥 내 칼슘글루코네이트 투여는 손가락 및 상지의 치료에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져 있다.
⟹ 먼저 요골 동맥으로 투여하고, 척골 동맥 간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상완 동맥으
로의 투여도 고려한다. 초기 투여량은 5% DW 40mL에 10% 칼슘글루코네이트 10ml를
섞어 4시간 동안 동맥 투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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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통증 완화가 되지 않고, 호흡 곤란, 섭취에 의한 노출, 손가락 또는 눈 화상, 심한 피부
화상이 있는 환자는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24시간 동안 주의 깊게 모니터링 해야 한다.
(EKG, O2 모니터링으로 치료의 필요성과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다.)
(10) 노출이 의심되어 진료를 받은 모든 환자들은 반드시 24시간 후 다시 진료하도록 하고,
자각증상에 관해 문진 및 혈액, 소변검사, 흉부방사선 추적검사 등을 시행한다.
(11) 24시간 지연되어서 발현되는 증상이 있다면 필요에 따라 추가적 검사와 추적 흉부방
선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대부분의 화학물질 노출에 따른 지연 증상은 48시간 이내
에 발현된다. 48시간 경과 이후에도 추가적인 발현 증상이 없다면, 이후부터는 대증적
치료를 시행한다.

[ 전신 화상시 처치 ]
(1) 혈중 Calcium, Magnesium, potassium level 을 확인한다.
==> Electroytes 측정, EKG 모니터링
(2) 저칼슘 혈증이 확인되면
==> 10% Calcium gluconate(ATPNCA) 20 ml 아주 천천히 10분에서 15분간 iv투여 (5%
D/W에 섞어 사용)
==> 이후 6mg Calcium gluconate를 5DW 500ML에 섞어 4-6시간 투여하고, 4~6시간
마다 혈중 칼슘 level을 확인하고, 7.4~9.0mg/dl를 유지 하도록 한다.

[ 피부통증 조절 ]
(1) 10% Calcium gluconate(ATPNCA) 10~20ml를 NS에 섞어(2.5% 농도) Wet Dressing
을 시행한다.
(2) Wet Dressing에도 통증의 호전이 없거나, 화상 부위가 50% 이상으로 넓거나, 처지지
연 등으로 인해 불산이 피부깊이 침투한 화상인 경우, 10% Calcium gluconate
(ATPNCA) 10~20ml를 NS에 섞어(5% 농도) 1cc 실린지로 SC로 소량씩 Injection을
고려할 수 있다.

[ 눈 노출 환자의 처치 ]
(1) 10% Calcium gluconate(ATPNCA) 10~20ml을 NS에 섞어 1% 농도로 희석하여 5분
이상 충분한 irrigation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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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력(Visual acuity) 테스트 후 각막 손상이 있는 경우는 즉시 안과 협진 시행
⟹ 눈에 불산이 급성으로 노출되면 상당한 시력의 감퇴와 함께 지속적인 안압의 상승, 백
내장, 녹내장이 발생할 수 있다.
⟹ 눈 손상 환자는 증상 완화를 목적으로 24시간 이내에 재검사 한다.

[ 호흡기 노출 환자의 처치 ]
(1) 10% Calcium gluconate(ATPNCA) 10~20ml을 NS에 섞어(2.5% 농도) 네브라이져로
산소와 함께 호흡기로 투여한다.
※ 이외의 처치는 일반 화상 환자와 같은 방법으로 치료한다.

[ 음독 환자의 처치 ]
(1) 불산의 소화기계 노출(음독)시에는 구토제나 활성탄은 사용하지 않는다.
⟹ 즉시 위속 불산을 희석하기 위해 물 120~360ml를 경구로 투여한다.
이후 Mylanta, Maalox 또는 우유 120~360ml를 경구로 투여한다.
(Mylanta, Maalox 또는 우유 등에 있는 마그네슘, 칼슘 이온이 위 속에서 불소 이온과
결합하는 화학적 작용을 한다.)
⟹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산을 중화하는 중탄산나트륨은 사용하지 않는다.
(2) 위 세척은 부식성 물질을 제거하고, 내시경 검사 준비를 위해 특정 상황에서 유용할 수
있다.
⟹ 위 세척을 고려해야 할 경우 (1) 많은 용량을 섭취하였을 경우 (2) 환자의 상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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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다)

사. 상급기관 전원 지침
(1) 임상진찰 결과 심각한 수준으로 노출되었거나, 호흡기계, 심혈관계 등의 이상 소견이
있는 환자는 상급기관으로 전원의뢰 한다.
(2) 음독했거나 피부나 눈, 인후두 부위에 직접 불산에 접촉한 병력이 있는 환자는 상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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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으로 전원의뢰 한다.
==> 지연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외래에서 최소 4시간에서 6시간 이상 경과 관찰을 해
야 한다.
==> 지연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모든 환자는 24시간 이내에 증상에 관한 문진 및 흉부
방사선 검사, 소변, 혈액 검사를 재차 받아야 하며 각막 손상 환자들은 24시간이내에
안과 외래 재진을 받아야 한다.
(3) 상급기관 전원 사유
==> 불산 노출에 의한 화상, 폐손상, 심부전 등의 증상 발생시 칼슘 글루코네이트와 같
은 해독제의 빠른 사용을 위해서이다.

아. 외래진료 및 추적관찰 지침
(1) 노출이 의심되어 의료기관을 방문한 모든 환자는 노출평가 설문조사와 기본적인 문진,
이학적 검사, 임상적 검사를 시행한다.
(2) 짧은 시간의 호흡기 노출이고 무증상인 환자인 경우, 1시간 이상 증상 발현 여부 관찰
후 증상이 없으면 연락처를 남기고, 환자용 물질정보 시트와 증상 발현시를 대비한 의
학적 후속조치 안내 지침서를 받아서 귀가 할 수 있다.
(3) 노출 후에 최소 4시간에서 6시간 동안 무증상인 환자들 또한 환자용 물질정보 시트와
추후 증상 발현시를 대비한 의학적 후속조치에 관한 지침서를 받고 귀가하도록 한다.
(4) 노출이 의심되어 진료를 받은 모든 환자들은 반드시 24시간 후 다시 진료하고 자각증
상에 관해 문진 및 혈액, 소변검사, 흉부방사선 추적검사 등을 시행한다.
(5) 24시간 지연되어서 발현되는 증상이 있다면 필요에 따라 추가적 검사와 추적 흉부방사
선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6) 대부분의 화학물질 노출에 따른 지연 증상은 48시간 이내에 발현된다.
(7) 48시간 경과 이후에도 추가적인 발현 증상이 없다면, 이후부터는 대증적 치료를 시행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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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건강영향조사를 위한 참고사항
(1) 설문조사 및 외래진료 결과, 진료 의료인은 화학사고 노출과의 관련성에 대해 (관련있음
/관련없음) 등으로 판정하여 의견을 기술한다.
※ “관련 있음”으로 판정된 환자는 별도의 명단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2)

추후 시행

가능한

건강영향조사를 대비하여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용

소변을

40~60mL정도 수집하여 튜브에 날짜, 채취시간, 이름(연번) 표기하고 -20℃에서 냉동
보관한다.

(추후 건강영향조사단에서 수거 또는 폐기 안내예정)

(3) 건강영향조사단의 특별한 지시가 없을 경우에는 소변 시료만 채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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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환자용 물질정보 시트
※ 이 유인물은 불화수소 가스 또는 불산 용액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 및 후속조
치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1. 불화수소란 무엇입니까?
불화수소는 무색으로 자극성 냄새가 나는 매우 자극적 가스이며, 물에 쉽게 용해되어
불산을 형성합니다. 불화수소를 포함하는 소비자 제품은 녹 제거제, 물 얼룩 제거제, 크
롬 세정제 등이 있습니다.

2. 불화수소 노출에 의해 즉시 발생될 수 있는 건강상의 영향은 무엇입니까?
불화수소는 피부 또는 눈에 노출되었을 때, 대부분의 독성이 발생합니다. 고농도의 불산
에 노출된 부위는 깊고 심각한 화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체내로 흡수된 불소이온에
의해 심장의 불규칙한 박동이 유발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20% 미만의 불산에 노출된 경우에는 초기에 거의 증상이 없거나 경미할 수 있으나,
1~2일 정도 지연되어 노출부위에 심한 통증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불산을 마시면 목
구멍과 위장에 심각한 화상을 입고,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불화수소 가스
또는 고농도 불산 용액에서 발생 증기의 흡입에 의해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농
도의 불산 증기 흡입은 폐 부위에 화학적 화상 또는 상기도 부종 등과 같은 심각한 증
상을 유발 할 수 있으면, 이는 급성 사망의 원인이 됩니다.

3. 불화수소 노출에 의한 증상은 치료 될 수 있습니까?
지속되는 기침, 피부, 눈 부위의 화상 등과 같은 심각한 증상이 있는 환자는 병원 입원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칼슘 또는 마그네슘이 함유된 약제를 피부병변 치료에 사
용 할 수 있고, 의사가 이들 약제를 화상부위에 주사하거나 혈액내로 주입할 수 있습니
다. 불산을 마신 경우에는 칼슘 또는 마그네슘이 함유된 용액을 경구로 투여 할 수 있습
니다.

4. 향후 장기간 건강상의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소규모 단일 노출에 의해 발생한 증상이 빠르게 회복된 사람들은 증상이 지연되어 재발
하거나 장기간 인체영향을 일으킬 가능성은 없습니다. 반면 비교적 심한 노출인 경우에
는 최대 36시간 동안 증상이 없다가 지연되어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불화수소
와 피부 접촉이 있었던 곳에 흉터가 남을 수 있습니다.

5. 불화수소에 노출된 사람에게 어떤 검사를 할 수 있습니까?
불화수소 노출에 의한 심장, 폐, 또는 다른 장기의 손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혈액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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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소변 검사, 흉부 X선 촬영, 심전도 모니터링, 폐기능 검사 등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눈의 경우, 의사가 눈에 특수 염색약을 넣고 확대 장치로 검사 할 수 있습니다.

6. 불화수소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하거나 유해가스노출 환경보건센
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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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환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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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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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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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급실 / 클리닉, (

)월/(

)일, AM/P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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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일 동안은 업무에 복귀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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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어도 72시간 이상 담배연기에 노출되어서는 안됩니다; 담배연기가 폐의 상태를 악화
시킬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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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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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의사 서명 :

날짜 :

- 68 -

5.

염산

가. 화학물질 정보
(1) 동의어
염산, 무수물(hydrochloric acid, anhydrous); 염산(hydrogen chloride); 염(spirits of
salt); muriatic산(muriatic acid); 염산(hydrochloric acid); 염산가스(hydrochloric
acid gas); 무수 염산 (anhydrous hydrochloric acid); 염산 (hcl)(hydrogen chloride
(hcl))
(2) 물리·화학적 성질
∙ C A S N o : 7647-01-0․ 분 자 식 HCl
∙ 모양 및 냄새 : 무색의 불연성 기체, 숨 막히게 하는 강한 자극성 냄새 (냄새 역치 :
0.77 ppm)
∙ 분 자 량 : 36.46․ 비 중 1,27 (20℃) (액체상태)
∙ 녹 는 점 : -114.31℃․ 끓 는 점 -84.9℃
∙ 증 기 밀 도 : 1.268 (공기 = 1.0) ․ 증 기 압 : 760 ㎜Hg 초과(-84.3℃에서)
∙ 인 화 점 : 인화성 없음․ 폭 발 한 계 폭발성 없음
∙ 용 해 도
물에 매우 잘 녹아 염산을 형성 메탄올, 에탄올, 벤젠, 디에틸에테르에 녹을 수 있으나
탄화수소에는 녹지 않는다.
출처 : Merck Index, ACGIH, HSDB
(3) 발생원 및 용도
전지, 의약품, 염료, 비료, 인조 실크, 페인트 색소, 금속, 도금, 비누
(4) 주로 노출되는 공정
- 취급사업장 : 염화알킬 제조, 전지, 의약품, 염료, 비료, 인조 실크 제조, 페인트 색소
제조, 금속제정, 도금, 비누 정제 사업장
- 주요취급공정 :도금의 산 처리 공정, 금속 표면 세척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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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임상적 물질정보
(1) 흡수 및 대사
∙ 흡수 : 호흡기 또는 눈 및 피부 접촉에 의해서 국소적 병변이 가능
∙ 대사 : 염산은 대사되지 않는다.
(2) 표적장기별 건강장해
1) 급성 건강영향
ⅰ. 호흡기계 : 염화수소 가스는 상부호흡기계의 점막을 강하게 자극하여 부종과 연축을
유발하고 기도폐쇄로 이어진다. 대량의 가스에 노출되면 폐부종이 발생할 수 있다.
사람에서 실시된 연구 결과 50~100 ppm의 농도에서는 1시간 이상 견디기 어려우
며, 35 ppm에서 단시간 노출되면 인후에 자극증상을 유발한다.
장기간 노출되더라도 견딜 수 있는 농도로서 10 ppm을 생각하였으나, Elkins와
Stokinger의 연구에서는 5 ppm 정도의 농도에서도 즉각적인 자극증상을 일으킨다
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
ⅱ. 피부 : 고농도의 염화수소나 염화수소 가스에 노출 될 경우 흉터를 남기는 깊은 화상
을 유발하며, 저농도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피부염 뿐 아니라 갈색 또는 황색의 피
부변색이 나타난다.
ⅲ. 눈 : 고농도의 염화수소 가스는 각막을 파괴시키고 백내장과 녹내장을 유발한다.
ⅳ. 소화기계 : 고농도의 염화수소 섭취는 통증, 연하곤란, 오심, 구토를 유발하고 소화기
계에 부식성 손상을 가하여 출혈, 천공, 흉터, 협착을 야기한다.
2) 만성 건강영향
ⅰ. 호흡기계 : 장기간 염화수소 가스에 노출될 경우 폐기능 변화, 만성기관지염, 비중격
궤양, 상기도 바이러스 감염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ⅱ. 눈, 피부, 비강, 인두 : 피부염증, 각막손상, 비중격궤양
ⅲ. 악구강계 : 치아변색, 치아 침식
3) 발암성
염화수소는 발암성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분류되어 왔으며, 동물실험에서 비강암을
야기하지 않고 포름알데하이드와 결합해서 발암성을 촉진시키지 않는다고 보고되었다.
(IARC : - , ACGIH : A4)
(3) 노출기준
1) 기중 노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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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고용노동부, 2013) TWA : 1 ppm (1.5 ㎎/㎥) STEL : 2ppm (3 ㎎/㎥)
- 미국(TLV; ACGIH, 2011) Ceiling : 2 ppm STEL : 기준설정의 근거 : 염화수소 증기에 의한 급성 자극의 가능성을 취소화할 수 있는 수준
- 미국(PEL; OSHA, 2012) Ceiling : 5 ppm(7 ㎎/㎥) STEL : - 미국(REL; NIOSH, 2012) Ceiling : 5 ppm(7 ㎎/㎥) STEL : - 유럽연합(OEL, 2012) TWA : 5 ppm(8 ㎎/㎥) STEL : 10 ppm(15 ㎎/㎥)
- 독일(DFG, 2012) MAK : 2 ppm(3 ㎎/㎥) PL : I(2)
- 일본(OEL; JSOH, 2012) TWA : 5 ppm(7.5 ㎎/㎥) STEL : - 일본(ACL; 후생노동성, 2012) TWA : - STEL : - 핀란드(사회보건부, 2011) TWA : - STEL : (4) 생물학적 모니터링
1) 염산 자체에 대한 혈액검사나 소변검사는 없다.
2) 추후 시행 가능한 건강영향조사를 대비하여 소변 튜브에 날짜, 채취시간, 이름(연번)
표기하여 40~60mL 소변수집
==> -20℃에서 냉동보관(추후 건강영향조사 시 수거예정)
(5) 참고문헌
1) Agency for Toxic Substances and Disease Registry (ATSDR). Hydrogen
chloride(HCl). Medical Management Guidelines.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Atlanta, US.
2) International Programme on Chemical Safety (IPCS) (1982). Chlorine and
Hydrogen Chloride. Environmental Health Criteria 21. WHO. Geneva.
3) MEDITEXT® Medical Management. Hydrogen chloride. In: Klasco RK (Ed):
TOMES® System. Thomson Micromedex, Greenwood Village, Colorado.
4) Expert Panel on Air Quality Standards (EPAQS) (2006). Guidelines for
halogens and hydrogen halides in ambient air for protecting human health
against

acute

irritancy

effects:

Hydrogen

chloride.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5) International Agency for the Research on Cancer (IARC) (1992). Occupational
exposure to mists and vapours from strong inorganic acids; and other
industrial chemicals. IARC Monographs on the Evaluation of Carcinogenic
Risks to Humans. IARC. Lyon.
6) ACGIH. Documentation of the TLV's and BEI's with Other World Wide
Occupational Exposure Values. Cincinnati.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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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요 문진항목
- 염산은 부식성이 있어 피부 또는 눈에 노출되었을 때, 심한 손상이 발생 할 수 있
다.
- 염화수소 가스 또는 고농도 염산용액에서 발생한 증기의 흡입시 호흡기 손상이 발
생할 수 있다.
- 고농도의 염산 증기 흡입은 폐 부위에 화학적 화상 또는 상기도 부종 등과 같은 심
각한 증상을 유발 할 수 있으면, 폐 손상은 급성 사망의 원인이 된다.
- 염산을 마시면 목, 식도와 위장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 일반적으로는 염산 노출의 정도가 심할수록 증상 또한 심해진다.
▶ 기침 또는 천명음(호흡시 "쌕쌕” 거리는 소리)
▶ 호흡곤란, 숨참 또는 가슴통증
▶ 쉰 목소리, 고음톤의 음성, 또는 말하기 어려움
▶ 복통 또는 구토
▶ 노출된 눈 부위에서의 통증 및 분비물 증가
▶ 노출된 피부 부위에서의 발적, 통증 및 고름 양상의 분비물 증가

(1) 현재 주된 증상(주소)
1) 화학사고 이후 노출에 의해 발생한 증상
- 작성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현재의 주된 자각증상을 확인한다.
- 특유의 자각증상 없이 막연한 산발적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에도 설문지 작성외의 증상
들은 기술하고 필요시 추적 조사하여 확인한다.
- 임상적 진단에 있어 임상진찰이나 임상검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자각증상의 조사이다.
(2) 직업력, 거주지
1) 작성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화학사고 이후 노출에 의해 발생한 증상과
관련이 있을 만한 직업력 및 거주지에 관한 정보를 상세화한다.
- 현재 직업력 : 업체명, 직종, 작업형태, 기간, 취급물질 등 직접 종사 작업
- 현재 거주지 (현 거주지가 화학물질 노출지역인 경우 중요)
(3) 노출력 조사
※ 작성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화학사고 당시의 노출력에 대해 아래와 같이 확인한다.
1) 노출시 노출원과의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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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출시간
3) 노출시 상황(야외 활동, 실내근무, 보호구 착용여부 등 직접노출, 간접노출 등에 관한
정보)
4) 대피여부 및 대피방법, 대피시 상황 등
5) 노출지역 주변의 식물(벼, 과수 등 농작물)의 고사 여부, 사업장 및 주택 등 건물 손상
여부
(4) 과거 병력조사
1) 작성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화학사고 이후 노출에 의해 발생한 증상과 관련이 있을만한
과거 병력에 관한 정보를 상세화한다.
2) 과거병력 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 일반 질병과 화학사고 이후 노출에 의해 발생한 증상과 관련 질환의 가능성이 높은 질
병으로 나누어 치료력이 있는 질병 및 외상에 관하여 조사한다.
(5) 현병력 및 생활습관 조사
- 현재의 이환상황 및 현재의 치료질병에 관하여 확인한다.
- 화학물질 노출 이후 발현 증상과 관련이 있는 질병에 관해서 조사한다.
1) 현 병명
2) 치료방법
3) 시기 : 치료개시시기
4) 생활습관 : 흡연력, 음주력 등

라. 이학적 검사항목
※ 호흡기(특히 상기도)·눈·피부·비강·인두·구강·소화기에 유의하여 진찰
※ 염산에 노출이 의심된 모든 환자는 24시간 경과 후 호흡기, 피부, 눈, 비강, 인두, 간,
신장, 위장관 손상 등에 대해 추적관찰 하여야 한다.
※ 폐부종 등 호흡기계 손상 및 피부 손상의 발생은 노출 후 최대 48시간 이상 지연되
어 나타날 수 있다.
(1) 전신상태
- 활력징후 체온, 맥박, 호흡수, 혈압, 신장과 체중
- 체중변화, 권태감, 피로감, 발열, 오한, 발한, 식욕부진, 불면 등
- 정신상태 : 불안, 불면, 의식상태, 감정, 주의력, 기억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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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호흡기계, 심혈관계
1) 폐음 확인
- 기침, 가래, 호흡곤란, 객혈, 흉통, 천명음 등 호흡기계 손상여부 확인 중요함
- 호흡음, 호기의 연장, 습성 라음, 건성 라음, 기침후의 라음(posttussive rales),
마찰음(friction rub), 천명, 흉성(pectoriloquy), 기관지성(bronchophony)
2) 심음 확인
- 부정맥, 심계항진, 청색증 등 심장이상 소견 확인
(3) 정신 신경계
- 초조, 불안, 우울, 불면, 조증 등
- 두통, 현기증, 외상, 동통, 강직(stiffness), 종창
- 성격 혹은 정신상태의 변화, 기억력 저하, 지각장애, 감각장애, 보행장애, 근력저하 혹은
마비, 운동실조 등
- 행동 : 행동과잉, 무의지증, 실행증(apraxia)
- 구음장애(dysarthria), 발성장애(dysphonia), 실어증(aphasia)
- 신경근성 분포의 동통, 이상감각 및 근력저하, 양측성 원위부 감각장애
(4) 이비인후과계
- 인후두 점막 자극증상 및 소견 기술 (특히 후두부 발적소견)
- 구강 : 구취, 잇몸출혈, 구강점막의 병변, 타액분비항진, 구내건조감, 혀의 동통, 지각이
상, 미각장애, 설태, 궤양, 색소침착, 점막진(enanthem)
- 성대 : 쉰목소리, 발성장애
- 귀 : 청력장애(난청), 이명, 현훈, 분비물(이루), 이통
- 코 : 분비물, 비출혈, 비폐색, 궤양, 후각 장애
(5) 안과적 소견
- 시력장애, 복시, 암점, 안구작열감, 눈물, 동통, 건조, 발적, 창백, 충혈,
점상출혈(petechiae), 각막혼탁, 반흔, 궤양 등 각막손상 여부
(6) 피부과적 소견
- 색조의 변화, 성상(긴장도, 습윤도, 경도), 피부발열, 부종, 발진, 반점, 혈관확장,
수장홍반, 출혈, 발한(sweating), 피부홍조(flushing), 피부퇴색(blanching)
- 피부 통증, 발진, 수포, 가려움증, 모발 및 손톱의 변화색조, 손톱의 변형, 황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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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임상검사 항목
(1) 혈액 및 소변검사
1) CBC c Diff
2) Electrolyte Panel (5종 Na, K, Cl, P, Ca)
3) RFT (BUN/Cr), UA (10종)
4) LFT ( AST/ALT, Total bilirubin, direct bilirubin, indirect bilirubin)
5) Glucose, T.CHO, LDL, HDL, TG
6)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 ( - )
소변 튜브에 날짜, 채취시간, 이름(연번) 표기하여 40~60mL 소변수집
==> -20℃에서 냉동보관(추후 건강영향조사시 수거예정)
(2) 호흡기 및 심혈관계 검사
1) Chest PA/Lat
2) EKG
3) 선택검사 항목
==> 호흡기 증상 호소 시 : PFT, HRCT, Pulse Oximetry, ABGA, CoHb
==> 가슴 갑갑함 등 심장관련 증상 호소시 : Cardiac Marker

바. 응급처치 지침
(1) 대응 의료진들은 화학물질 개인보호구(예 : Tyvek또는 Saranex 등) 또는 부틸 고무 재
질의 앞치마, 여러 겹의 라텍스 장갑, 눈 보호 장비 등을 착용한다.
(염산에 젖은 옷이나 환자의 피부에 접촉하면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
(2) 가능한 빨리 피부에 접촉된 염산을 제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염산은 피부를 통해 흡수되지 않지만 피부접촉이나 가스상태의 흡입으로 이차적인 손
상을 입을 수 있음)
(소아의 경우 손을 입안으로 넣는 행동이 흔하므로 구강안 검사를 반드시 한다.)
(3) 염산에 젖어 있거나 녹은 환자의 옷은 신속히 제거하고, 차가운 흐르는 물로 최소 5분
이상 충분히 세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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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나 노인의 경우 차가운 물로 오염물질 제거 시 저체온증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
히 담요나 워머를 사용한다.)
(4) 눈 부위 노출시, 적어도 15분 동안 생리 식염수로 씻어내야 한다.
(콘택트렌즈 등은 제거하고, 안검 견인기를 활용하여 눈 공간을 확보한다.
안통 및 안검 경련 발생시 증상완화를 위해 안과용 마취제 <예, 0.5% tetracaine 또는
proparacaine> 등을 사용할 수 있다.)
(5) 충분히 오염제거가 된 후에는 기존의 A, B, C의 평가와 조치를 한다.
혼수, 저혈압, 발작, 심장 부정맥 등의 증상은 기존의 방식으로 대응한다.
(6) 폐, 심장, 신장, 간 기능을 모니터링 한다.
(맥박 산소 측정기, ECG 모니터링, 흉부방사선 검사, LFT, RFT, CBC, 혈당, 혈청 전해
질 검사 등을 포함한다.)
(7) 호흡기 증상이 없거나 경미하더라도 최소 6시간 모니터링 해야 한다.
(경미한 증상이 있던 환자들도 1~2일 후에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 염산가스를 대량으로 흡입한 경우는 폐기능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24시간 이내 반응성
기도과민 증후군, 천식 등의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반복 흉부방사선 검사, 맥박
산소 측정 또는 동맥혈 가스 검사, 폐기능 검사, 필요시 폐 CT 검사 등으로 모니터링
한다.
(8)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에게는 산소마스크 및 기관지 확장제를 적용한다.
⟹ 기관지 수축이 있는 경우 에어로졸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교감신경 자
극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하나 심장 감작제를 사용하는 것이 고령의 심장질환자의 경우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선택에 주의하여야 한다.
⟹ 소아의 경우 천명이 들릴 경우 에피네프린 에어로졸을 처치한다.(2.5cc 물에 2.25% 라
세믹 에피네프린용액 0.25~0.75ml을 혼합하여 20분 간격으로 처치한다.)
(9) 염산의 소화기계 노출시에는 구토제나 활성탄은 사용하지 않는다.
⟹ 즉시 위속 염산을 희석하기 위해 물 또는 우유를 120~240ml를 경구로 투여한다. (소아
는 60~120ml)
(10) 위 세척은 부식성 물질을 제거하고, 내시경 검사 준비를 위해 특정 상황에서 유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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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세척을 고려해야 할 경우 (1) 많은 용량을 섭취하였을 경우 (2) 환자의 상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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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눈 부위 노출시 결막액 pH가 정상화(pH 7 전후)될 때 까지 시력검사 시행 및 각막손
상 여부를 확인 후 안과의사에게 진료의뢰를 한다.
(12) 피부 노출시 일반 화상 환자에 준하여 처치를 실시한다.

[ 화상시 처치 ]
(1) 폐, 심장, 신장, 간 기능을 모니터링 한다.
==> 맥박 산소 측정기, ECG 모니터링, 흉부방사선 검사, LFT, RFT, CBC, 혈당, 혈청 전
해질 검사 등
(2) 기타 처치는 일반 화상환자에 준하여 실시한다.
(3) 염산은 해독제가 없다.

[ 눈 노출 환자의 처치 ]
(1) 적어도 5분 이상 충분한 시간동안 생리 식염수로 irrigation 한다.
==> 결막액 pH가 정상화(pH 7 전후)될 때 까지 irrigation 후, 시력검사 시행 및 각막손
상 여부를 확인하여 안과의사에게 진료의뢰를 한다.

[ 호흡기 노출 환자의 처치 ]
(1) 염소가스를 대량으로 흡입한 경우 반복 흉부방사선 검사, 맥박 산소 측정 또는 동맥혈
가스 검사, 폐기능 검사, 필요시 폐 CT 검사 등으로 모니터링 한다.
(2) 호흡곤란 등의 기관지 수축증상이 나타난 경우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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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f. 심장질환자 및 고령의 환자는 Ipratropium(atrovent sol.)사용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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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외의 처치는 일반 화상 환자와 같은 치료를 시행한다.

[ 음독 환자의 처치 ]
(1) 염산의 소화기계 노출(음독)시에는 구토제나 활성탄은 사용하지 않는다.
⟹ 즉시 위속 염산을 희석하기 위해 물 또는 우유를 120~240ml를 경구로 투여한다. (소아
는 60~120ml)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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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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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상급기관 전원 지침
(1) 임상진찰 결과 심각한 수준으로 노출되었거나, 호흡기계, 심혈관계 등의 이상 소견이
있는 환자는 상급기관으로 전원의뢰 한다.
(2) 음독했거나 피부나 눈, 인후두 부위에 직접 염산에 접촉한 병력이 있는 환자는 상급기
관으로 전원의뢰 한다.
==> 지연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외래에서 최소 4시간에서 6시간 이상 경과 관찰을 해야
한다.
==> 지연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모든 환자는 24시간 이내에 증상에 관한 문진 및 흉부방
사선 검사, 소변, 혈액 검사를 재차 받아야 하며 각막 손상 환자들은 24시간이내에 안
과 외래 재진을 받아야 한다.
(3) 상급기관 전원 사유
==> 염산 노출에 의한 화상, 폐손상, 소화기계 손상 등의 증상 발생시 추가적 조치를 위
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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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외래진료 및 추적관찰 지침
(1) 노출이 의심되어 의료기관을 방문한 모든 환자는 노출평가 설문조사와 기본적인 문진,
이학적 검사, 임상적 검사를 시행한다.
(2) 짧은 시간의 호흡기 노출이고 무증상인 환자인 경우, 1시간 이상 증상 발현 여부 관찰
후 증상이 없으면 연락처를 남기고, 환자용 물질정보 시트와 증상 발현시를 대비한 의
학적 후속조치 안내 지침서를 받아서 귀가 할 수 있다.
(3) 노출 후에 최소 4시간에서 6시간 동안 무증상인 환자들 또한 환자용 물질정보 시트와
추후 증상 발현시를 대비한 의학적 후속조치에 관한 지침서를 받고 귀가하도록 한다.
(4) 노출이 의심되어 진료를 받은 모든 환자들은 반드시 24시간 후 다시 진료하고 자각증
상에 관해 문진 및 혈액, 소변검사, 흉부방사선 추적검사 등을 시행한다.
(5) 24시간 지연되어서 발현되는 증상이 있다면 필요에 따라 추가적 검사와 추적 흉부방사
선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6) 대부분의 화학물질 노출에 따른 지연 증상은 48시간 이내에 발현된다.
(7) 48시간 경과 이후에도 추가적인 발현 증상이 없다면, 이후부터는 대증적 치료를 시행한다.

자. 건강영향조사를 위한 참고사항
(1) 설문조사 및 외래진료 결과, 진료 의료인은 화학사고 노출과의 관련성에 대해 (관련있음
/관련없음) 등으로 판정하여 의견을 기술한다.
※ “관련 있음”으로 판정된 환자는 별도의 명단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2)

추후 시행

가능한

건강영향조사를 대비하여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용

소변을

40~60mL정도 수집하여 튜브에 날짜, 채취시간, 이름(연번) 표기하고 -20℃에서 냉동
보관한다.

(추후 건강영향조사단에서 수거 또는 폐기 안내예정)

(3) 건강영향조사단의 특별한 지시가 없을 경우에는 소변 시료만 채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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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환자용 물질정보 시트
※ 이 유인물은 염화수소 가스 또는 염산 용액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 및 후속조
치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염화수소란 무엇입니까?
염화수소는 예리하고, 자극적인 냄새가 나는 무색 또는 약간의 노란색을 띄는 가스이며,
공기와 접촉하면 밀도 높은 백색 증기를 형성합니다. 염화수소는 물에 용해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염산이 됩니다. 염화수소와 염산 모두 부식성을 가지고 있으며 접촉 시 화
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염화수소는 가연성은 아닙니다.

2. 염화수소 노출에 의해 즉시 발생될 수 있는 건강상의 영향은 무엇입니까?
염화수소 가스는 폐를 자극하여 기침 호흡곤란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고농도의 가스
나 증기를 흡입하게 되면 폐에 축적이 되고 사망에 이르게 까지 합니다. 염산은 부식성
이 있기 때문에 눈에 뿌려졌을 경우 손상을 초래하여 심하면 실명까지 이를 수 있습니
다. 피부 접촉은 심한 화상을 초래할 수 있고, 고농도의 염산을 삼켰을 경우에는 입, 목,
식도 및 위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염산 노출의 정도가 심
할 수 록 증상 또한 심해집니다.

3. 염화수소 노출에 의한 증상은 치료 될 수 있습니까?
염화수소의 독성에 대한 해독제는 없으나 일반적인 염화수소에 의한 손상은 치료될 수
있으며 대부분의 노출환자들은 잘 회복이 됩니다. 하지만 심한 노출 환자는 입원하여 집
중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4. 향후 장기간 건강상의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소규모 단일 노출에 의해 발생한 증상이 빠르게 회복된 사람들은 증상이 지연되어 재발
하거나 장기간 인체영향을 일으킬 가능성은 없습니다. 반면 비교적 심한 노출인 경우에
는 영구적인 폐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염산을 삼켰다면 소화기계의 연하작용에
영구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5. 염화수소에 노출된 사람에게 어떤 검사를 할 수 있습니까?
혈액 및 소변 내 염화수소의 잔류량을 확인하는 검사는 의학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
다. 심각한 노출환자의 경우 혈액, 소변 및 기타 검사들을 통해 폐나 위장관 손상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경우에 검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6. 염화수소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하거나 유해가스노출 환경보건센
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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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환자용 후속지침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고, 다음 진료예약 확인 및 표기된 지침을 따르십시오.
24시간 이내에 특이증상 또는 징후가 발현되는 경우 응급실 또는 예약의사에게 전화문의
바랍니다.

※ 특히 아래의 증상인 경우 :
▶ 기침 또는 천명음(호흡시 "쌕쌕” 거리는 소리)
▶ 호흡곤란, 숨참 또는 가슴통증
▶ 복통 또는 구토
▶ 노출된 눈 부위에서의 통증 및 분비물 증가
▶ 노출된 피부 부위에서의 발적, 통증 및 고름 양상의 분비물 증가
[ ] 위에 기술된 증상이 발현되지 않는다면 추후 진료예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 필요시 전화문의 약속, 예약 의사 :
☞ 의사에게 전화문의 시 (

전화번호 :

)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

) 일 재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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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급실 / 클리닉, (

)월/(

)일, AM/P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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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일 동안은 업무에 복귀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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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어도 72시간 이상 담배연기에 노출되어서는 안됩니다; 담배연기가 폐의 상태를 악화
시킬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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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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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의사 서명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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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황화수소

가. 화학물질 정보
(1) 동의어
유화수소(sulfureted hydrogen), 수화황산(hydrosulfuric acid), sulfur hydride,
hydrogen sulfuric acid, 하수구 가스(Sewer Gas), 악취 가스(Stink Damp)
(2) 물리·화학적 성질
∙ C A S N o : 7783-06-4․ 분자식 및 구조식 H2S
∙ 모양 및 냄새 : 무색의 가연성 기체, 달걀 썩는 냄새(냄새 역치 0.0002-0.3 ppm 또는
0.008 ppm)
∙ 분 자 량 : 34.08․ 비 중 : 1.192 (공기=1)
∙ 녹 는 점 : -85.49℃․ 끓 는 점 : -60.33℃
∙ 증 기 밀 도 : 1.189C․ 증 기 압 : 1.56×104 ㎜Hg (25℃)
∙ 인 화 점 : 자연발화온도 260℃
∙ 폭 발 한 계
폭발하한값 : 4.3 vol %
폭발상한값 : 46 vol %
∙ 전 환 계 수 : 1 ppm = 1.39 ㎎/㎥

1 ㎎/㎥ = 0.717 ppm (25℃, 760 ㎜Hg)

∙ 용 해 도
20℃의 상태에서 황화수소 1g을 녹이려면, 물은 242㎖, 무수알코올은 94.3 ㎖l, 그리고
에테르는 48.5 ㎖이 필요하다.
∙ 기 타 : 저온 및 고압 하에서는 액화한다.
출처 : Merck Index, ACGIH, HSDB
(3) 발생원 및 용도
1) 황 원소, 황산, 황화나트륨 등의 생산
2) 중수(重水) 및 기타 화학물질의 제조
3) 야금산업
4) 각종 분석시약
5) 살균제

- 82 -

(4) 주로 노출되는 공정
1) 석유 및 천연가스 정제, 타르 증류 공정
2) 하수구 작업, 우물 파는 작업
3) 셀로판 제조, 비스코스레이온 제조, 펄프공장, 가죽 가공
4) 식품가공탱크 및 발효탱크의 청소, 사이로(silo) 작업
5) 황산과 타 화학물질의 혼합 작업, 바리움염 제조 등
※ 대부분의 경우 황화수소뿐만 아니라 일산화탄소, 암모니아, 아황산가스, 탄산가스, 메탄
등 다양한 가스에 복합적으로 노출된다.
※ 실제로 프랑스 혁명 당시 파리시의 하수구에서 황화수소에 중독된 사례가 보고되고 있
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단무지 제조공장에서 발효조에 들어갔던 근로자가 중독되어 사망
한 사례가 있다.
※ 미국 NIOSH의 보고에 의하면 황화수소는 작업장 돌연사의 주요 원인물질로 간주되고
있다.

나. 임상적 물질정보
(1) 흡수 및 대사
∙ 흡수 : 호흡기계 독성 물질로서 주로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들어온다. 점막이나 피
부를 통한 흡수는 미미하다.
∙ 대사 : 흡수된 황화수소는 주로 산화과정으로 황산염(sulfate)이 되는데, 일부는 메틸
화(methylation), 메탈로프로테인(methalloproteins) 또는 이황화물을 함유하
는 단백(disulfidecontaining proteins)과의 반응을 통하여 대사된다.
∙ 배설 :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들어 온 황화수소의 10%는 호기를 통하여 그대로 배
출되고, 흡수된 황화수소는 대사되어 주로 소변으로 배설된다.
담도를 통한 배설은 소량이어서 간이 배설과정에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는 것으
로 생각된다. 황화수소는 신장에서 빠른 시간 내에 배설되므로 독성의 축적효
과는 나타나지 않는다.
(2) 표적장기별 건강장해
1) 급성 건강영향
ⅰ. 눈, 피부, 비강, 인두 : 저농도에서 중등도의 증기에 노출 시 결막염, 눈부심,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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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막혼탁, 후각 소실, 비염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피부 접촉은 통증 및
홍반을 야기한다.
ⅱ. 호흡기계 : 저농도에서 중등도의 증기에 노출 시 기침, 인후통, 쉰 목소리, 가슴이 답
답함, 호흡곤란 등의 증상과 기관지염, 폐부종, 폐렴이 발생할 수 있다. 고농도의 증
기에 노출 시에는 화학적 질식가스로 작용을 하여 갑작스런 호흡마비 및 저산소증으
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
황화수소에 노출된 후 폐 기능의 유의한 저하는 관찰되지 않았다.
ⅲ. 신경계 : 두통, 어지러움, 흥분, 신경과민, 불면증이 나타날 수 있으며, 고농도 노출
시 갑작스런 의식소실 및 허탈이 발생할 수 있다. 그 외 다발성 신경염 및 뇌병증이
발생했다는 보고도 있다.
ⅳ. 심혈관계 : 부정맥이 나타날 수 있다.
ⅴ. 조혈기계 : 델타아미노레불린산 합성효소(δ-aminolevulinic acid synthetase), 헴
합성효소

(heme

synthetase)

및

적혈구

프로토포르피린(erythrocyte

protoporphyrin)의 감소 등 조혈기계의 이상이 보고되었다.
ⅵ. 위장관계 : 메스꺼움 및 위장관 장해를 야기한다.
* 대략적인 농도에 따른 생리적 반응은 다음 표와 같다.
농도(ppm)
0.008~0.03
10

생리적 반응

농도(ppm)

생리적 반응

냄새 감지의 역치

150

후각신경 마비

뚜렷하게 불쾌한 냄새

250

장시간 노출되면 폐부종 유발
1시간이내에 흥분, 두통,

강한 냄새, 그러나 견딜 수
25~30

500

현기증, 의식상실, 호흡부전

있을 정도임
등 전신 증상 나타남
50

곧 의식장애가 나타나고

결막에 자극 증상을 느낌
700

3-15분 내에 후각 소실
100
눈과 목에 찌르는 듯한 증상

응급구조 조치가 없으면
사망에 이름

2) 만성 건강영향
ⅰ. 호흡기계 : 지속적인 노출은 폐부종을 야기한다.
ⅱ. 신경계 : 저농도로 만성적인 노출시 인지장애, 지각 및 운동 속도의 저하, 언어회상
및 기억력의 장애, 기분장애 등이 야기되었다는 보고가 있으며, 급성중독에서 회복된
후 말초신경병증, 건망증, 정신착란 등이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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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심혈관계 : 급성중독에서 회복된 후 서맥, 심비대가 나타났다는 보고가 있다.
ⅳ. 비뇨기계 : 급성중독에서 회복된 후 단백뇨가 나타났다는 보고가 있다.
* 그 외 저농도에 만성적으로 노출되거나 또는 급성 노출된 뒤 수개월 후에 두통, 허약감,
메스꺼움, 구토, 식욕저하, 체중감소, 성욕저하, 결막염, 기침 등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나 급성 노출되었더라도 응급조치가 잘 된 경우에는 이러한 후유증이 오
래 지속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3) 발암성
아직까지 유전독성, 최기작용 그리고 발암성을 시사하는 자료는 없다.
동물과 사람에서 발암물질로 규명 안됨 (IARC : - , ACGIH : - )
(3) 노출기준
1) 기중 노출기준
- 한국(고용노동부, 2013) TWA : 10 ppm (14 ㎎/㎥) STEL : 15 ppm (21 ㎎/㎥)
- 미국(TLV; ACGIH, 2011) TWA : 1 ppm (1.4 ㎎/㎥) STEL : 5 ppm (7 ㎎/㎥)
기준설정의 근거 : 돌연사, 결막 자극, 피로, 두통, 어지러움, 흥분감 등과 같은 신경과
학적 증상. 그리고 급 만성 노출에 따른 중추신경계의 영구장애가 발생되는 것을 막기 위
하여 권고.
- 미국(PEL; OSHA, 2012) Ceiling : 20 ppm, 50 ppm (10분) STEL : - 미국(REL; NIOSH, 2012) Ceiling : 10 ppm (15 ㎎/㎥) (10분) STEL : - 유럽연합(OEL, 2012) TWA : - STEL : - 독일(DFG, 2012) MAK : 5 ppm (7.1 ㎎/㎥) PL : I(2)
- 일본(OEL; JSOH, 2012) TWA : 5 ppm (7 ㎎/㎥ STEL : - 일본(ACL; 후생노동성, 2012) TWA : 1 ppm STEL : - 핀란드(사회보건부, 2011) TWA : - STEL : (4) 생물학적 모니터링
1) 황화수소 자체에 대한 혈액검사나 소변검사에 대한 자료는 없다.
2) 추후 시행 가능한 건강영향조사를 대비하여 소변 튜브에 날짜, 채취시간, 이름(연번) 표
기하여 40~60mL 소변수집
==> -20℃에서 냉동보관(추후 건강영향조사시 수거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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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요 문진항목
- 소량에서도 황화수소는 강한 썩은 계란 냄새를 낸다.
- 지속적으로 노출 되거나 높은 농도에서의 중독으로 환자의 후각을 소실시킬 수 있
다.
- 황화수소의 노출 후에는 증상이 즉시 나타난다.
- 저농도의 노출 시에는 눈, 코, 목의 자극 증상을 유발한다.
- 중증도의 노출 시에는 기침과 호흡 곤란 뿐만 아니라 두통, 어지러움, 오심과 구토를
유발 할 수 있다.
- 고농도의 노출 시에는 쇼크, 경련, 혼수, 사망에까지도 이를 수 있다.
- 일반적으로는 염산 노출의 정도가 심할수록 증상 또한 심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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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현재 주된 증상(주소)
1) 화학사고 이후 노출에 의해 발생한 증상
- 작성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현재의 주된 자각증상을 확인한다.
- 특유의 자각증상 없이 막연한 산발적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에도 설문지 작성외의 증상
들은 기술하고 필요시 추적 조사하여 확인한다.
- 임상적 진단에 있어 임상진찰이나 임상검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자각증상의 조사이다.
(2) 직업력, 거주지
1) 작성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화학사고 이후 노출에 의해 발생한 증상과
관련이 있을 만한 직업력 및 거주지에 관한 정보를 상세화한다.
- 현재 직업력 : 업체명, 직종, 작업형태, 기간, 취급물질 등 직접 종사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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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거주지 (현 거주지가 화학물질 노출지역인 경우 중요)
(3) 노출력 조사
※ 작성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화학사고 당시의 노출력에 대해 아래와 같이 확인한다.
1) 노출시 노출원과의 거리
2) 노출시간
3) 노출시 상황(야외 활동, 실내근무, 보호구 착용여부 등 직접노출, 간접노출 등에 관한
정보)
4) 대피여부 및 대피방법, 대피시 상황 등
5) 노출지역 주변의 식물(벼, 과수 등 농작물)의 고사 여부, 사업장 및 주택 등 건물 손상
여부
(4) 과거 병력조사
1) 작성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화학사고 이후 노출에 의해 발생한 증상과 관련이 있을만한
과거 병력에 관한 정보를 상세화한다.
2) 과거병력 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 일반 질병과 화학사고 이후 노출에 의해 발생한 증상과 관련 질환의 가능성이 높은 질
병으로 나누어 치료력이 있는 질병 및 외상에 관하여 조사한다.
(5) 현병력 및 생활습관 조사
- 현재의 이환상황 및 현재의 치료질병에 관하여 확인한다.
- 화학물질 노출 이후 발현 증상과 관련이 있는 질병에 관해서 조사한다.
1) 현 병명
2) 치료방법
3) 시기 : 치료개시시기
4) 생활습관 : 흡연력, 음주력 등

라. 이학적 검사항목
※ 호흡기(특히 상기도)·눈·피부·비강·인두·구강·심장에 유의하여 진찰
※ 돌연사, 결막 자극, 피로, 두통, 어지러움, 흥분감 등과 같은 신경과학적 증상 등 급·만
성 노출에 따른 중추신경계의 영구장애가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찰
※ 황화수소에 노출이 의심된 모든 환자는 24시간 경과 후 호흡기, 심장, 피부, 눈, 비강,
인후두의 손상 등에 대해 추적관찰 하여야 한다.
※ 폐부종 등 호흡기계 손상 및 피부 손상의 발생은 노출 후 최대 48시간 이상 지연되
어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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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신상태
- 활력징후 체온, 맥박, 호흡수, 혈압, 신장과 체중
- 체중변화, 권태감, 피로감, 발열, 오한, 발한, 식욕부진, 불면 등
- 정신상태 : 불안, 불면, 의식상태, 감정, 주의력, 기억력 등
(2) 호흡기계, 심혈관계
1) 폐음 확인
- 기침, 가래, 호흡곤란, 객혈, 흉통, 천명음 등 호흡기계 손상여부 확인 중요함
- 호흡음, 호기의 연장, 습성 라음, 건성 라음, 기침후의 라음(posttussive rales),
마찰음(friction rub), 천명, 흉성(pectoriloquy), 기관지성(bronchophony)
2) 심음 확인
- 부정맥, 심계항진, 청색증 등 심장이상 소견 확인
(3) 정신 신경계
- 초조, 불안, 우울, 불면, 조증 등
- 두통, 현기증, 외상, 동통, 강직(stiffness), 종창
- 성격 혹은 정신상태의 변화, 기억력 저하, 지각장애, 감각장애, 보행장애, 근력저하 혹은
마비, 운동실조 등
- 행동 : 행동과잉, 무의지증, 실행증(apraxia)
- 구음장애(dysarthria), 발성장애(dysphonia), 실어증(aphasia)
- 신경근성 분포의 동통, 이상감각 및 근력저하, 양측성 원위부 감각장애
(4) 이비인후과계
- 인후두 점막 자극증상 및 소견 기술 (특히 후두부 발적소견)
- 구강 : 구취, 잇몸출혈, 구강점막의 병변, 타액분비항진, 구내건조감, 혀의 동통,
지각이상, 미각장애, 설태, 궤양, 색소침착, 점막진(enanthem)
- 성대 : 쉰목소리, 발성장애
- 귀 : 청력장애(난청), 이명, 현훈, 분비물(이루), 이통
- 코 : 분비물, 비출혈, 비폐색, 궤양, 후각 장애
(5) 안과적 소견
- 시력장애, 복시, 암점, 안구작열감, 눈물, 동통, 건조, 발적, 창백, 충혈,
점상출혈(petechiae), 각막혼탁, 반흔, 궤양 등 각막손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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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피부과적 소견
- 색조의 변화, 성상(긴장도, 습윤도, 경도), 피부발열, 부종, 발진, 반점, 혈관확장,
수장홍반, 출혈, 발한(sweating), 피부홍조(flushing), 피부퇴색(blanching)
- 피부 통증, 발진, 수포, 가려움증, 모발 및 손톱의 변화색조, 손톱의 변형, 황달

마. 임상검사 항목
(1) 혈액 및 소변검사
1) CBC c Diff
2) Electrolyte Panel (5종 Na, K, Cl, P, Ca)
3) RFT (BUN/Cr), UA (10종), Serum lactate
4) LFT ( AST/ALT, Total bilirubin, direct bilirubin, indirect bilirubin)
5) Glucose, T.CHO, LDL, HDL, TG
6)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 ( - )
소변 튜브에 날짜, 채취시간, 이름(년번) 표기하여 40~60mL 소변수집
==> -20℃에서 냉동보관(추후 건강영향조사시 수거예정)
(2) 호흡기 및 심혈관계 검사
1) Chest PA/Lat
2) EKG
3) 선택검사 항목
==> Cyanide Kit 사용시 : Methemoglobin level을 측정한다.
==> 호흡기 증상 호소 시 : PFT, HRCT, Pulse Oximetry, ABGA, CoHb
==> 가슴 갑갑함 등 심장관련 증상 호소시 : Cardiac Marker

※ 황화수소 노출시 해독제
- 아질산염 치료(시안화물 해독제 킷에서 쓰이는)는 황화수소 노출에 대한 치료로 제시되
어왔다.
- 아질산염 치료와 같은 해독제의 사용으로 황화메트헤모글로빈을 형성하여 조직에 있는
황화수소에서 황화물을 제거하여 회복을 도울 수 있다.
- 아질산아밀 캡슐을 깨뜨려 거즈 패드에 적시어 코 밑과 앰부 밸브 입구위에 놓거나 안
면 마스크의 입술 아래에 놓는다.
- 정맥로가 확보될 때까지 매 분마다 30초 동안 흡입하며 아질산나트륨 투여가 지연된다
면 매 3분마다 새로운 캡슐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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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응급처치 지침
(1) 내원 전 제염 처치를 받았거나 황화수소에 노출이 되었으나 피부, 눈 자극 증상이 없는
환자는 즉시 중환자 처치 구역으로 옮긴다.
(제염자의 보호구 사용이 어린이 환자들에게는 공포심을 유발하여 추가 처치에 대한 순
응도를 낮출 수 있음을 주의한다. )
(2) 황화수소는 노출 위험도가 낮으므로 낮은 레벨의 PPE (Level B ~ D)를 사용할 수 있
다. (예 : Tyvek또는 Saranex 등) 또는 부틸(butyl) 고무 재질의 앞치마, 여러 겹의 라
텍스 장갑, 눈 보호 장비 등을 착용한다.
(단, 황화수소를 함유한 용액에 많이 적셔진 옷을 입은 환자를 다룰 경우는 접촉이나 호
흡에 의해 2차 오염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3) 환자가 병원 내원 전 단계에서 단순히 황화수소 기체에 노출되었고 제염 처치를 받았으
며 피부나 눈의 자극 증상이 없다면 전문 생명 소생술(Advanced Life support, ALS)
프로토콜에 따라 ABC(Airway, Breathing, Circulation)순서로 진료를 진행한다. 소아
는 성인에 비해 기도의 직경이 더 작기 때문에 부식성 재제에 더 취약할 수 있다. 환자
의 호흡에 장애가 생겼을 때에는 기관 삽관을 하여 기도와 호흡을 확보해야 한다. 이
과정이 불가능하면 외과적 방법으로 기도를 확보해야 한다.
(4) 기관지 연축이 있는 환자들에게는 연무화된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한다. 다수의 화학 물
질에 노출된 상황에서 기관지 증감제를 사용하는 것은 부가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
다.어떤 종류의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할지 선택하기 전에 우선 심근의 건강상태를 고려
해야한다. 심장 증감제는 적절히 쓸 수 있지만 특정 화학 물질에 노출된 후에 심장 증
감제의 사용은 특히 노인환자에게 심부정맥 발생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황화수소
중독이 기관지나 심장 증감제의 사용동안에 부가적인 위험을 유발하는지 여부는 알려
져 있지 않다.
(5) 천명음이 들리는 소아 환자에게는 racemic epinephrine 연무제 사용을 고려해야 한
다. 2.5cc 생리 식염수에 2.25% racemic epinephrine 용액 0.25~0.75ml를 혼합하여
심근 다양성에 주의하며 필요에 따라 매 20분마다 연무제 사용을 반복한다.
(6) 혼수상태, 저혈압, 경련 발작, 심실 빈맥이 있는 환자는 기존의 방식대로 치료하여야 한다.
(7) 아질산염 치료(시안화물 해독제 킷에서 쓰이는)는 황화수소 노출에 대한 치료로 제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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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왔다. 아질산아밀 캡슐을 깨뜨려 거즈 패드에 적시어 코 밑과 앰부 밸브 입구위에 놓
거나 안면 마스크의 입술 아래에 놓는다. 정맥로가 확보될 때까지 매 분마다 30초 동
안 흡입하며 아질산나트륨 투여가 지연된다면 매 3분마다 새로운 캡슐을 사용한다.
(8) 이와 같은 치료는 황화메트헤모글로빈을 형성하여 조직에 있는 황화수소에서 황화물을
제거함으로서 회복을 도울 수 있다. 시안화물 해독제 킷의 구성 요소 중 티오황산염나
트륨까지는 사용할 필요가 없다. 아질산염치료의 해독제로서의 효용성은 논란이 많지만
현재 황화수소에 즉시 노출된 후에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추천되고 있다. 황화수소 노
출 후 수 분이 지난 후 아질산염치료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황화
수소 노출 후에 아질산염 치료가 효과적이었다는 군과 대증적인 치료만으로 후유증 없
이 생존한 군이 있었다는 일례의 증거만이 있다. 적절한 환기와 산소 공급에 방해가 되
는 경우에 아질산염치료는 시행하지 않도록 한다.

[ 화상 시 처치 ]
(1) 우선 환자 제염이 확인되면 환자를 중환자 처치 구역으로 옮겨 온열 화상에 준해 치료
한다.
(2) 해독제 투여와 임상적으로 발생 가능한 전신 독성 발현에 대한 평가를 시행한다.
(3) 모든 노출 환자들을 대상으로 systemic toxicity 측정을 위하여 CBC, blood glucose,
electrolyte, LFT, cardiac marker, serum lactate and urinary analysis, chest
radiography, and pulse oximetry ,CoHb, ABGA, ECG 모니터링을 시행한다.
Cyanide Kit 사용시 Methemoglobin level을 측정한다.

[ 동상 시 처치 ]
(1) 우선 환자 제염이 확인되면 환자를 중환자 처치 구역으로 옮겨 동상에 준해 치료한다.
40~42℃ 사이의 온도의 수조에 20~30분가량 손상부위를 두어 재가온 치료를 하며 동
상 부위의 혈액 순환이 돌아 올 때까지 계속한다.
(2) 해독제 투여와 임상적으로 발생 가능한 전신 독성 발현에 대한 평가를 시행한다.
(3) 모든 노출 환자들을 대상으로 systemic toxicity 측정을 위하여 CBC, blood glucose,
electrolyte, LFT, cardiac marker, serum lactate and urinary analysis, chest
radiography, and pulse oximetry ,CoHb, ABGA, ECG 모니터링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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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anide Kit 사용시 Methemoglobin level을 측정한다.

[ 눈 노출 환자의 처치 ]
(1) 제염 단계에서 눈 부위 노출 확인 시, 적어도 5분 동안 생리 식염수로 씻어내야 한다.
단, 눈에 동상이 있을 시 세척은 금기이다.
(단, 황화수소와 반응을 일으켜 손상을 줄 수 있는 다음의 약물들은 같이 투여함을 피한다.
예) strong oxidizers, strong nitric acid, and metals.
(2) 중환 처치 구역으로 옮긴 후에는 적어도 5분 동안 생리 식염수로 세척해야 한다. 시력
(Visual acuity)를 테스트한다. 각막 손상 가능성을 고려하여 눈을 검사하고 적절히 치
료한다. 각막 손상이 있는 경우는 즉각 안과 협진을 시행한다.
(3) 해독제 투여와 임상적으로 발생 가능한 전신 독성 발현에 대한 평가를 시행한다.
(4) 모든 노출 환자들을 대상으로 systemic toxicity 측정을 위하여 CBC, blood glucose,
electrolyte, LFT, cardiac marker, serum lactate and urinary analysis, chest
radiography, and pulse oximetry ,CoHb, ABGA, ECG 모니터링을 시행한다.
Cyanide Kit 사용시 Methemoglobin level을 측정한다.
(5) 노출된 후 전신 독성 발현이 있는지 4~6시간 동안 증상과 징후를 지켜본다.

[ 호흡기 노출 환자의 처치 ]
(1) 호흡기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에게는 마스크로 추가적인 산소를 투여한다. 기관지 연
축이 있는 환자들은 연무화된 기관지 확장제로 치료한다. 다수의 화학 물질에 노출된
상황에서 기관지 증감제를 사용하는 것은 부가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어떤 종류의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할지 선택하기 전에 우선 심근의 건강상태를 고려해야한다.
(2) 심장 증감제는 적절히 쓸 수 있지만 특정 화학 물질에 노출된 후에 심장 증감제의 사용
은 특히 노인환자에게 심부정맥 발생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투여를 신중히
고려한다.
(3) 천명음이 들리는 소아 환자에게는 racemic epinephrine 연무제를 사용한다. 2.5cc 생
리 식염수에 2.25% racemic epinephrine 용액 0.25~0.75ml를 혼합하여 심근 다양성
에 주의하며 필요에 따라 매 20분마다 반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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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든 노출 환자들을 대상으로 systemic toxicity 측정을 위하여 CBC, blood glucose,
electrolyte, LFT, cardiac marker, serum lactate and urinary analysis, chest
radiography, and pulse oximetry ,CoHb, ABGA, ECG 모니터링을 시행한다.
Cyanide Kit 사용시 Methemoglobin level을 측정한다.
(5) 24시간동안 환자를 관찰하고 적절한 검사들과 흉부 검사들을 필요시 반복한다. 임상적
으로 지침이 되면 외래 추적 경과 관찰을 한다.
(6) 노출 후에 최소 4~6시간 동안 무증상인 환자들은 증상 발현 시 즉시 의료적 처치를 구
할 수 있게 해줄 지침서를 받아 가지고 퇴원 한다.

사. 상급기관 전원 지침
(1) 임상진찰 결과 심각한 수준으로 노출되었거나, 호흡기계, 뇌·심혈관계 등의 허혈성 손상
소견이 있는 환자는 상급기관으로 전원의뢰 한다.
(2) 음독했거나 피부나 눈, 인후두 부위에 직접 황화수소에 접촉한 병력이 있는 환자는 상
급기관으로 전원의뢰 한다.
==> 지연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외래에서 최소 4시간에서 6시간 이상 경과 관찰을 해야
한다.
==> 지연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모든 환자는 24시간 이내에 증상에 관한 문진 및 흉부방
사선 검사, 심전도 검사, 소변, 혈액 검사를 재차 받아야 하며 각막 손상 환자들은 24
시간이내에 안과 외래 재진을 받아야 한다.
(3) 상급기관 전원 사유
==> 황화수소 노출에 의한 화상, 폐손상, 중추신경계 손상, 뇌·심혈관계 등의 허혈성 손상
이 발생한 경우 추가적 조치 및 해독제의 사용을 위해서이다.

아. 외래진료 및 추적관찰 지침
(1) 노출이 의심되어 의료기관을 방문한 모든 환자는 노출평가 설문조사와 기본적인 문진,
이학적 검사, 임상적 검사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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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짧은 시간의 호흡기 노출이고 무증상인 환자인 경우, 1시간 이상 증상 발현 여부 관찰
후 증상이 없으면 연락처를 남기고, 환자용 물질정보 시트와 증상 발현시를 대비한 의
학적 후속조치 안내 지침서를 받아서 귀가 할 수 있다.
(3) 노출 후에 최소 4시간에서 6시간 동안 무증상인 환자들 또한 환자용 물질정보 시트와
추후 증상 발현시를 대비한 의학적 후속조치에 관한 지침서를 받고 귀가하도록 한다.
(4) 노출이 의심되어 진료를 받은 모든 환자들은 반드시 24시간 후 다시 진료하고 자각증
상에 관해 문진 및 혈액, 소변검사, 흉부방사선 추적검사 등을 시행한다.
(5) 24시간 지연되어서 발현되는 증상이 있다면 필요에 따라 추가적 검사와 추적 흉부방사
선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6) 대부분의 화학물질 노출에 따른 지연 증상은 48시간 이내에 발현된다.
(7) 48시간 경과 이후에도 추가적인 발현 증상이 없다면, 이후부터는 대증적 치료를 시행한
다.

자. 건강조사를 위한 참고사항
(1) 설문조사 및 외래진료 결과, 진료 의료인은 화학사고 노출과의 관련성에 대해 (관련있음
/관련없음) 등으로 판정하여 의견을 기술한다.
※ “관련 있음”으로 판정된 환자는 별도의 명단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2)

추후 시행

가능한

건강영향조사를 대비하여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용

소변을

40~60mL정도 수집하여 튜브에 날짜, 채취시간, 이름(연번) 표기하고 -20℃에서 냉동
보관한다.

(추후 건강영향조사단에서 수거 또는 폐기 안내예정)

(3) 건강영향조사단의 특별한 지시가 없을 경우에는 소변 시료만 채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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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환자용 물질정보 시트
※ 이 유인물은 황화수소 가스 또는 황화수소 용액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 및 후
속조치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1. 황화수소란 무엇입니까?
황화수소는 극도로 빠르게 작용하며, 고독성이며 썩은 계란 냄새가 나는 무색의 기체
입니다. 유기 물질이 부패하면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하수구 쓰레기, 액체화된 거름,
유황 온천, 천연 가스에서 방출됩니다. 황화수소는 일부 산업에서 사용되며 석유 정제,
채굴, 레이온 제조와 같은 많은 산업 작업 과정의 부산물로 발생합니다.

2. 황화수소 노출에 의해 즉시 발생될 수 있는 건강상의 영향은 무엇입니까?
소량에서도 황화수소는 강한 썩은 계란 냄새를 냅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노출 되거나
높은 농도에서는 중독이 피해자의 후각을 소실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썩은 계
란 냄새를 더 이상 알아챌 수 없더라도 이것이 노출이 멈췄음을 반드시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각한 노출 후에는 보통 증상이 즉시 나타납니다. 낮은 레벨의 노출 시에는 황화수소
는 눈, 코, 목의 자극 증상을 유발하며, 중증도 레벨의 노출 시에는 기침과 호흡 곤란
뿐만 아니라 두통, 어지러움, 오심과 구토를 유발 할 수 있습니다. 높은 수준의 노출 시
에는 쇼크, 경련, 혼수, 사망에까지도 이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심각하게 노출 될수
록 증상도 심합니다.

3. 황화수소 노출에 의한 증상은 치료 될 수 있습니까?
황화물 중독에 대해서 검증된 해독제는 없으나 황화수소의 효과는 치료될 수 있고 일부
노출 환자들은 건강을 회복하였습니다. 현재 권장되는 치료는 산소 흡입과 필요시 아질
산염 흡입 및 아질산나트륨 정주입니다. 심각하게 노출된 환자들은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4. 향후 장기간 건강상의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소규모 단일 노출에 의해 발생한 증상이 빠르게 회복된 사람들은 증상이 지연되어 재발
하거나 장기간 인체영향을 일으킬 가능성이 낮습니다. 반면 중증도 노출은 잔여 손상이
올 수 있고 심한 노출인 경우에는 혼수와 심장, 뇌에 손상을 줄 수 있는 경련 발작이 올
수 있습니다.

5. 황화수소에 노출된 사람에게 어떤 검사를 할 수 있습니까?
혈액이나 소변에서 황화물을 검출하는 검사는 일반적으로 의사에게 유용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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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심각한 정도의 노출이 발생 했다면 혈액, 소변, 다른 검사들이 뇌, 신경, 심장, 콩
팥이 손상되었는지를 밝혀 줄 수 있습니다. 만약 황화수소를 흡입 했다면 폐의 손상 여
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혈액 검사와 흉부 X-ray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경우
에 검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6. 황화수소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하거나 유해가스노출 환경보건센
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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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환자용 후속지침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고, 다음 진료예약 확인 및 표기된 지침을 따르십시오.
24시간 이내에 특이증상 또는 징후가 발현되는 경우 응급실 또는 예약의사에게 전화문의
바랍니다.

※ 특히 아래의 증상인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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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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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급실 / 클리닉, (

)월/(

)일, AM/P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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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일 동안은 업무에 복귀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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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어도 72시간 이상 담배연기에 노출되어서는 안됩니다; 담배연기가 폐의 상태를 악화
시킬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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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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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의사 서명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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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암모니아

가. 화학물질 정보
(1) 동의어
Ammonia, anhydrous, Ammonia gas, Liquid ammonia
(2) 물리·화학적 성질
∙ CAS No. 7664-41-7
∙ 분자식 NH3
∙ 끓는점 -33.35 ℃
∙ 녹는점 -7.7 ℃
∙ 증기압 7,510 mmHg @ 25 ℃(실험적으로 유도된 계수)
∙ 상태 기체 [주의 : 액화압축가스로 운송됨. 압력을 가하면 쉽게 액화됨]
∙ 색상 무색
냄새 자극적, 질리고 역겨운 냄새, 질식을 유발하는 냄새, 특유의 마른 뇨 냄새
∙ 증기밀도 0.59(공기=1)
∙ pH 11.6(1.0 N의 수용액)
∙ 용해도(물)
물에서 용해되어 알칼리성 용액을 형성함, 540 g/L
※ 암모니아는 질소와 수소의 화합물로 표준 온도와 압력에서 기체상태이다.
독성이 있고 일부 물질에 대해서는 부식성이 있으며 특이하고 자극적 냄새가 난다.
※ 상업적으로 사용되는 암모니아는 물에 녹지 않은 무수 암모니아와 수산화암모늄이라
불리는 암모니아 수용액이 있다.
※ 무수 암모니아를 액체 상태로 유지하려면 고압 상태 또는 낮은 온도 조건에서 보관해
야 한다.
(3) 발생원 및 용도
1) 암모니아는 생명체의 중요한 질소 공급원이다. 대기에는 질소가 풍부하지만 이러한 질
소를 이용할 수 있는 생명체는 아주 적다. 질소는 단백질의 구성 성분인 아미노산을 합
성하는데 필요하다. 일부 식물은 물질이 썩어서 부패한 후 토양으로 스며들어간 암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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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 다른 질소 폐기물에 의존한다. 질소 고정 콩과 같은 다른 식물들은 대기 질소로부
터 암모니아를 생성하는 뿌리혹세균과 공생관계를 이루어 질소를 얻는다. 암모니아는
질소를 포함하는 물질의 분해과정을 통해 사람의 장관에서 형성되며, 요소로 배출되는
것을 포함하여 생성되는 양은 하루 4 g 정도이다.
2) 용도
- 암모니아는 복사, 청사진, 디아조 인쇄의 인화제로 쓰인다. 비료, 화학적 중간체, 알칼
리화제, 금속 처리/추출 약품, 가정용 일반 세제에도 사용된다.
- 질산, 폭발물, 합성 섬유, 비료의 제조에도 사용되며 냉장 및 화학 산업에도 이용된다.
가정용 암모니아의 농도는 5~10%(w/w)이다.
(4) 주로 노출되는 공정
- 나일론 등의 합성섬유나, 플라스틱, 비료, 전지, 염료, 석유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널
리 사용되고 있다.
-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세제나 표백제, 살균제 등에도 포함되어 있다.
※ 거의 대부분의 암모니아는 수동적으로 흡수되고 초회 통과 시에 간에서 대사되어 일부만
체내 순환을 거치게 된다.
※ 흡연 연기에 의해서도 노출될 수 있으며, 담배의 니코틴 의존성을 높일 수 있는 물질로
의심을 받고 있고, 캐나다 및 호주의 독성을 유발하는 담배 유해물질 14위로 평가하고
있어, 미국 정부는 암모니아를 유해한 담배성분 93종에 포함하고 있다.

나. 임상적 물질정보
(1) 흡수 및 대사
∙ 흡수 : 낮은 농도에서는 흡입된 암모니아가 상기도 내층의 점막액에 용해되므로 하기도에
는 거의 도달하지 않는다. 개와 사람의 경우 처음에는 80% 가량이 잔류하지만 사람의 경
우 27분 안에 30% 미만으로 떨어진다. 랫트의 경우 220 mg/㎥ 의 암모니아에 단기간
노출된 후 혈중 암모니아가 증가하였지만, 23 mg/㎥에서는 증가하지 않았다. 혈중 암모
니아의 증가율은 노출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적어졌다. 18 mg/㎥을 포함하고 있는 공기에
노출되었을 때 혈중 암모니아 증가 계산치는 공복치의 약 10%였다. 흡수된 암모니아는
체내의 암모니아 풀에 포함되어 온 몸으로 분배된다. pH에 따라 수소 이온과 반응하여
암모늄 이온을 형성한다. 암모늄 이온은 암모니아보다 이동성이 떨어지지만 여러 조직에
서 글루타민산과 결합한 후 다양한 아미노전이 반응에 참여하게 된다. 일단 흡수되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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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암모니아는 특히 암모늄 이온의 수산화물 형태나 염, 특히 탄산염의 형태로 변환한다.
암모늄염은 요소로 빠르게 변환되어 등장성 시스템을 유지한다(Clayton, 1993-4).
∙ 분포 : 건강한 성인 남녀에게 9 mg/kg 체중의 염화 암모늄을 경구 투여하였을 때 약
절반 가량의 피험자들에서 혈중 암모니아가 순간적으로 증가하였다. 간경화증이 있는
환자의 경우 기저농도가 높았으며, 증가폭이 크고 증가 기간도 길었다. 이는 간에서 초
회 통과 대사가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나타낸다. 15N으로 표지된 암모늄 화합물을 실
험동물들에게 투여하였을 때, 15N의 초기 분포는 투여 방법에 따라 달라졌고 비경구
투여 후에는 간이 아닌 다른 기관에 더 많이 분포되었다.
∙ 대사 : 간은 암모니아 대사의 핵심기관이다(Souba, 1987). 암모니아는 대부분 글루타
민으로 변환된다 (Cooper, 1987). 암모니아는 많은 조직에서 글루타민산염과 결합한
후 여러 아미노 전이 반응 및 기타 반응에 참여하게 되므로, 질소가 비필수 아미노산으
로

유입하게

된다.

간에서

암모니아는

크렙스-헨셀라이트

회로(Krebs-Henseleit

cycle)에 의한 단백질 합성에 이용된다.
∙ 배설 : 암모니아는 호흡을 통해 배출된다(Vollmuth, 1984). 포유동물은 요소를 배출하
고 신세뇨관에서 수소이온 배출 수단으로 암모늄을 배출한다. 분변이나 호흡을 통해 배
출되는 양은 적다. 호기 시 공기에는 미생물이 침의 요소를 분해하여 생성시킨 암모니
아 증기가 포함되어 있다. 사람의 경우 일일 70 g의 단백질을 식사로 섭취했을 때 섭
취된 암모늄 15N의 70%는 일주일 안에 없어지고 일일 20 g의 단백질을 섭취했을 때
는 35%가 없어졌다.
(2) 표적장기별 건강장해
1) 급성 건강영향
용액을 섭취할 경우 즉각적인 통증, 입 주위 화상을 일으킬 수 있고, 처음엔 희고 매끈
하다가 나중에 갈색 부종과 궤양이 되는 점막 부식이 일어날 수 있다.
다량의 침이 분비될 수 있다. 처음에 삼키거나 말하기가 어렵다가 나중엔 거의 불가능
하게 될 수 있다. 구강 화상의 병변이 없을 때 조차도 식도 및 위와 관련이 있는 작열통,
구토, 설사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구토물은 점액 때문에 끈끈하고 질척하다가
나중에는 혈액과 점막층의 요사가 같이 나올 수 있다.
후두개 부종으로 인해 호흡곤란과 질식이 발생할 수 있다.
심한 저혈압증을 동반한 쇼크, 약하고 빠른 맥박, 얕은 호흡, 차고 축축한 피부가 나타
날 수 있다. 순환 허탈이 뒤따를 수 있는데 만약 바로잡지 않으면 신부전이 될 수 있다.
심한 경우 식도 또는 위천공이 일어날 수 있으며, 종격염, 흉골하 동통, 복막염, 복부경직
및 발열을 동반할 수 있다. 식도 협착 및 위 또는 유문 협착이 몇 주 내에 나타날 수 있
고 몇 달 혹은 몇 년 후에 나타나기도 한다. 질식, 순환허탈, 몇 분간의 무호흡으로 인해
짧은 시간 안에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그 후에 일어나는 사망은 천공, 폐렴 또는 협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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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으로 인한 영향과 같은 합병증 때문일 수 있다.
기체 상태로 섭취하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액체를 삼켰을 경우 입술, 입, 점막
에 동상으로 인한 손상이 있을 수 있다.
10,000 ppm에 노출될 경우 수분이 있는 피부에 약한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용액이
나 높은 농도의 증기(>30,000 ppm)와 직접 접촉할 경우 심한 통증, 자통, 심한 화상, 수
포 형성, 갈색 변색을 일으킬 수 있다. 부식된 부분은 부드럽고, 아교 형상이며, 괴사성이
다. 조직 손상이 깊게 일어날 수 있다. 화상이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드문
경우지만 증기에 노출되어 두드러기를 일으킬 수도 있다. 빨리 증발하기 때문에 암모니아
액체는 발적, 저림, 통증이나 무감각을 동반한 동상을 유발할 수 있다. 심한 경우 피부가
하얗고 딱딱하게 된 후, 수포가 생길 수 있다.
140 ppm에 노출되면 사람의 눈에 약한 자극을 일으키고 700 ppm에 노출되면 즉각적
인 자극을 일으킨다. 용액이나 높은 농도의 증기(>2,500 ppm)에 직접 접촉하게 되면 심
한 자극, 눈꺼풀의 종창, 눈물 흘림, 안검 경련, 눈꺼풀 부종, 안압 증가, 타원형의 반확
장 고정 동공(oval semidilated fixed pupil), 각막 궤양, 일시적 실명(경우에 따라 심각
할 수도 있음)이 발생할 수 있다. 손상 정도는 농도와 접촉 시간에 따라 달라진다. 전방
축농, 출혈, 홍채 후부색소층의 색소 손실과 함께, 상피 손상, 각막과 수정체의 혼탁, 홍
채염이 발생할 수 있다. 손상이 심각한 상태가 아니라면 상기 증상들은 점차 좋아지게 된
다.
심한 화상의 경우 손상의 정도가 즉각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후에 나타나
는 합병증으로는 지속적인 부종, 혈관형성, 각막 흉터, 영구 혼탁, 급성 협우각 녹내장,
포도종, 백내장, 망막과 홍채 위축, 검구유착이 있다. 빨리 증발하기 때문에 암모니아 액
체는 통증, 발적, 시력불선명을 동반한 동상을 유발할 수 있다.
5 ppm농도에서 약한 과민성을, 9~50 ppm농도에서 코 건조, 후각 피로, 중등도 과민
성을, 125~137 ppm에서 코, 목구멍, 흉부 자극을, 150 ppm에서 후두연축을 일으킬 수
있다. 500 ppm의 농도에 30분 동안 노출되었을 경우 주기적인 과다호흡, 혈압 및 맥박
증가, 상기도자극이 일어나며, 24시간 동안 지속되기도 한다. 700 ppm에 노출될 경우
즉각적인 자극을, 1500~10,000 ppm일 경우 호흡곤란, 경련성 기침, 흉통, 호흡연축, 분
홍색 객담, 급성 질식, 치명적일 수 있는 지연 폐부종이 발생할 수 있다.
다른 증상으로는 콧물, 입술 종창, 안절부절, 두통, 침분비, 오심, 구토, 혀부종, 인두
염, 기관염, 말하기 장애가 나타난다. 기관지 폐렴이나 연축으로 인한 질식, 염증 또는 후
두 부종으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그 밖의 증상으로는 쉰소리, 습성 기침, 호흡
기능 저하, 만성 기도장애, 폐포병, 세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기종, 불안신경증이 있다.
2) 만성 건강영향
ⅰ. 호흡기계 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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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동안 5,000 ppm을 흡입한 결과 사람이 사망하였다. (Tabulae Biologicae, 1933)
반복적으로 또는 장기간 노출될 경우 흡입 농도와 지속시간에 따라 구내염, 구강 궤양,
기관지와 위장관 손상 및 급성 흡입과 유사한 증상이 생길 수 있다. 적응하고 나면 일반
적으로 자극이 나타나는 농도에서도 내성을 가질 수 있다. 17주 동안 매일 7시간씩 6
mg/㎥을 간헐적으로 흡입한 경우 폐에 영향을 주었다. 5년 동안 20 mg/㎥을 간헐적으
로 흡입했을 때 근무력증 및 기종이 나타났다 (Vrednie chemichescie veshestva,
1989).
동물들을 지속적으로 혹은 반복하여 준치사 농도에 노출시킬 경우 기도, 간, 신장, 비
장에서 유해 반응이 나타났다.
49~51마리의 랫트에 90일 동안 262 mg/㎥을 그리고 65일 동안 455 mg/㎥을 지속적
으로 노출시켰다. 262 mg/㎥ 농도일 경우 약 25%의 랫트가 콧물을 약간 흘렸다. 455
mg/㎥에 노출된 51마리의 랫트 모두 약한 호흡곤란과 코 자극 증상을 보였다. 25일까지
32마리가 죽었고 65일까지 50마리가 죽었다. 100 ppm의 농도에 2~6주 동안 노출된 돼
지에게서는 기관지나 폐포에는 손상이 없이 코와 기관 상피가 두꺼워지는 증상이 나타났
다 (Clayton, 1993-1994).
ⅱ. 간독성
동물실험에서 간울혈이 보고되었다.
ⅲ. 소화기계 독성
반복하여 섭취할 경우 농도에 따라 구강 점막에 염증 및 궤양을 일으키고 급성 섭취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80~130 mg/L를 17개월 동안 경구 투여 시 토끼에서 만성 산증 및 조직 변화가 나타
났다
ⅳ. 신경독성
무수 암모니아의 고농도 에어로졸에 사고로 노출된 희생자에게서 시력불선명, 미만성
비특이뇌병증, 의식 상실, 심부 건반사 감소가 나타났다는 사례 보고가 있다(Hatton외,
1979. White, 1971). 낮은 농도(100~500 ppm)에 급성 노출
된 후 기면성이 보고되었다. 낮은 농도(100 ppm)의 암모니아에 급성 노출된 설치류의 자
발적인 휠 러닝 행동이 감소하였다(Tepper외, 1985). 이것은 감각 또는 상기도 자극을
회피하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지만 암모니아염을 주사한 후에도 이와 똑같은 효과가 나
타날 수 있다. 6주 동안 최대 1,105 ppm의 암모니아에 노출된 기니픽 또는 원숭이에게
서 신경학적 이상에 대한 명확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Coon et al, 1970).
ⅴ. 면역독성
동물 실험에 따르면 암모니아에 장기간 급성 노출되면 박테리아성 감염에 대한 내성이
저하하고 감염에 대한 면역 반응이 저하된다. 마우스를 168시간 동안 암모니아에 노출시
킨 후, 파스튜렐라Pasteurella multocida균의 LD14에 노출시킨 결과, 마우스 치사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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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저하게 증가하였다(Richard외, 1978a).
마이코플라즈마Mycoplasma pulmonis를 비강내에 주입 받은 후 25 ppm 이상의 용
량에 4~6주 동안 노출된 랫트에게서 호흡기성 미코플라스마증의 특징인 호흡기능 부족
징후의 심각성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암모니아에 3주 동안 노출된 기니픽은 투베르쿨린
유도체에 대항하는 세포매개 면역반응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Targowski외, 1984). 게다
가 분열 촉진 물질(파이토페막글루티닌, 콘카나발린 A, 투베르쿨린의 정제단백질 유도체)
에 대한 혈액 및 기관지 림프구의 반응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ⅵ. 눈, 귀, 피부 등 기타 독성
영향은 노출 농도와 노출 지속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반복적으로 또는 장기간 접촉하
면 결막염과피부염 혹은 급성 노출일 때와 유사한 독성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 몇 주 동
안 675 ppm농도에 노출시킬 경우 개와 토끼의 눈에 자극이 일어나고 토끼 각막의
1/4~1/2에서는 혼탁 증상이 나타났다(OHS MSDS). 몇 주 동안 470 mg/kg의 농도에
토끼의 눈을 지속적으로 노출시킬 경우 토끼 각막의 1/4~1/2에서 혼탁 증상이 나타났다.
(Grant, 1986) 100 ppm에 2~6주 동안 노출된 돼지는 결막에 자극을 보였다(Clayton,
1993-1994).
조직 배양에 암모니아를 추가함으로써 임상 소견이 있거나 무증상 상태의 요소 중독증
에 걸린 소의 혈액에 존재하는 독성, 준독성, 정상 암모니아 농도를 모방하였다. 약 30%
의 소 림프구가 72시간 이내에 배지에 있는 암모니아에 의해 죽었다. 암모니아는 또한
혼합 림프구 배양 반응과 PHA 혹은 Con A 자극에 대한 림프구의 반응에도 영향을 미쳤
다. 림프구를 암모니아에 1시간 동안 사전 배양할 경우 림프구의 세포 분열 반응이 감소
하였다. PHA 자극을 주기 전에 암모니아로 사전 배양한 림프구의 수를 처음의 농도로
높여주기 위해 죽은 림프구를 보충해 주어도 세포 분열 반응은 회복되지 않았다.
따라서 배지에 암모니아를 추가하면 림프구를 죽이거나 영구적으로 그 기능을 저해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Targowski,1984).
ⅶ. 생식독성/ 기형 유발성
암모니아를 흡입하고 나서 새의 산란율이 저하되었다. (Jones, 1977)
ⅷ. 유전독성 및 변이원성
① 유전독성
대장균에서 돌연변이가 관찰되었다. 랫트 연구에서 세포유전학 분석상 염색체 이상이
발견되었다.
② 변이원성
포유동물에서 암모니아가 돌연변이를 일으킨다는 증거는 없다(INCHEM). 랫트에게 16
주 동안 19,800 ug/㎥를 흡입시켰을 때 세포유전분석이 양성으로 나타났다.
(Biologicheskii Zhumal Armenii, 1974) 생체외 실험에서 대사 활성화를 안 한 상태에서
3시간 동안 1,500 ppm을 투여하였을 때 대장균Escherichia coli에서 돌연변이가 일어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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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American Naturalist, 1951).
3) 발암성
장내의 암모니아 생성 또는 농도의 영향으로 인해 직장결장암이 유발될 수 있다. 암모
니아는 형질전환세포보다 정상세포에 더 유독하기 때문에, 건강한 세포에 선택적으로 영
향을 준다. 형질전환세포 자체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지만, 암모니아의 농도가 가장
높은

결장

부위에서

암과

폴립이

가장

높게

유도되었다(Cummings외,

1981

Tannenbaum와 Yound,1980 Visek, 1978). 비록 결장에 도달한 외인성 암모니아의 양
은 매우 적지만 장기간에 걸쳐 많은 양의 암모니아 화합물을 섭취하면 직장결장암이 유
도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결장의 느린 운송 속도로 인해 연장된
기간 동안 다른 발암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한다.
랫트에게 24주 동안 1,680 mg/kg을 지속적으로 경구 투여한 결과 위장관계 종양이
발생하였다 (Cancer Letters, 1992).
암모니아가 결장에서 염증 병변을 일으키고 세포 증식을 유도할 수 있어 악성 종양으
로 진행될 가능성을 높이지만 발암 물질이라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음식의 단백질 섭
취량을 늘리면 종양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것이 암모니아 때문이라는 증거는 없다. 마
우스 생애독성시험에서 암모니아로 인해 종양이 생기지도 않았으며 종양이 생기는 자연
발생빈도도 증가하지 않았다 (INCHEM).
※ 동물과 사람에서 발암물질로 규명 안됨 (IARC : - , ACGIH : - )
(3) 노출기준
1) 기중 노출기준
- 50 ppm(35 mg/㎥) OSHA TWA
- 35 ppm(27 mg/㎥) OSHA STEL (1993년 6월 30일에 58 FR 35338에 의해 무효화됨)
- 25 ppm ACGIH TWA
- 35 ppm ACGIH STEL
- 25 ppm(18 mg/㎥) NIOSH 권장 TWA 10시간
- 35 ppm(27 mg/㎥) NIOSH 권장STEL
2) 한국의 관련 법규 정보: 환경부 유해 화학물질 목록,
- 한국산업안전공단 25 ppm(18 mg/㎥) TWA, 35 ppm(27 mg/㎥) S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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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물학적 모니터링
1) 암모니아 자체에 대한 혈액검사나 소변검사에 대한 자료는 없다.
2) 추후 시행 가능한 건강영향조사를 대비하여 소변 튜브에 날짜, 채취시간, 이름(년번) 표
기하여 40~60mL 소변수집
==> -20℃에서 냉동보관(추후 건강영향조사시 수거예정)
(5) 참고문헌
1) www.nifds.go.kr/toxinfo/web/toxinfo/
2) American Journal of Veterinary Research, V.1- 55,1335 (1994)
3) American Naturalist. (Univ. of Chicago Press, Journals Div., POB 37005,
Chicago, IL 60637) V.1- 1867- Volume (issue)/page/year: 85,119 (1951)
4) Biologicheskii Zhurnal Armenii, V.19- 27(6),102 (1974)
5) Broderson et al. (1976)
6) Budavari, S. (ed.). The Merck Index - An Encyclopedia of Chemicals, Drugs,
and Biologicals. Whitehouse Station, NJ: Merck and Co., Inc., p. 87 (1996)
7) Cancer Letters (Shannon, Ireland), V.1- 65,15 (1992)
8) Clayton, G.D., F.E. Clayton (eds.) Pattys Industrial Hygiene and Toxicology.
Volumes 2A, 2B, 2C, 2D, 2E, 2F: Toxicology. 4th ed. New York, NY: John
Wiley & Sons Inc., p. 759 (1993-1994)
9) Coon et al. (1970)
10) Cooper AJ, Lai JC; Neurochem Pathol 6 (1-2): 67-95 (1987)
11) Cummings et al. (1981)
12)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FDA). Harmful and Potentially Harmful Constituents in
Tobacco Products and Tobacco Smoke; Established List. 2012;77(64):20035-37
13) Federation Proceedings, Federation of American Societies for Experimental
Biology. (Bethesda, MD) V.1-46, 1942-87. Volume(issue)/ page/year: 41,1568
(1982)
14) Grant, W.M. Toxicology of the Eye. 3rd ed. Springfield, IL: Charles C.
Thomas Publisher, p. 87 (1986)
15) Hatton et al. (1979)
16) INCHEM, International Programme on Chemical Safety
17) Jones, L.M., et al. Veterinary Pharmacology & Therapeutics. 4th ed. Ames:
Iowa State University Press, p. 1134(1977)
18) Journal of Animal Science, V.1- 28,844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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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Journal of Applied Toxicology. (John Wiley & Sons Ltd., Baffins Lane,
Chichester, W. Sussex PO19 1UD, UK) V.1- 1981- Volume(issue) /page/year:
15,207(1995)
20) Journal of Industrial Hygiene and Toxicology, V.18-31, 1936-49 26,29 (1944)
21) Khmelnitskii GA; Veterinariya (Moscow) 1: 64-5 (1984)
22) Michael S. Werley, Susan A. Freelin, Susan E. Wrenn, Birgit Gerstenberg et
al. Smoke chemistry, in vitro and in vivo toxicology evaluations of the
electrically heated cigarette smoking system series K. 2008. Regul Toxicol
Pharmacol, 2008, Nov;52(2):122-39.
23) OHS MSDS, Elsevier MDL
24) Pharmacology and Toxicology (Copenhagen). (Munksgaard International Pub.,
POB 2148, DK-1016 Copenhagen K, Denmark) V.60- 1987Volume(issue)/page/year: 64,244 (1989)
25) Richard et al. (1978a)
26) Souba WW; J Parenter Enteral Nutr 11(6): 569-79 (1987)
27) ncis.nier.go.kr/nc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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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요 문진항목
- 소량의 암모니아를 흡입하더라도 눈, 콕, 목의 작열감과 자극적인 냄새를 통해 노출
을 알 수 있다.
- 더 많은 암모니아 흡입시에는 기침 또는 질식이 발생할 수 있고, 많은 양의 암모니
아 노출시 목의 부종 또는 폐의 화학적 화상으로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 암모니아가 포함된 액체에 피부가 접촉할 경우 화상을 일으킬 수 있고, 농축된 암모
니아 가스나 수용액이 눈에 들어가게 되면 심각한 각막 화상이나 실명을 유발 할
수도 있다.
- 농축된 암모니아 수용액을 마셨을 경우 입, 목, 위에 화상을 일으키게 된다.
- 일반적으로 증상의 정도는 노출의 정도에 비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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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출된 눈 부위에서의 통증 및 분비물 증가
▶ 복통, 구토, 설사

(1) 현재 주된 증상(주소)
1) 화학사고 이후 노출에 의해 발생한 증상
- 작성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현재의 주된 자각증상을 확인한다.
- 특유의 자각증상 없이 막연한 산발적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에도 설문지 작성외의 증상
들은 기술하고 필요시 추적 조사하여 확인한다.
- 임상적 진단에 있어 임상진찰이나 임상검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자각증상의 조사이
다.
(2) 직업력, 거주지
1) 작성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화학사고 이후 노출에 의해 발생한 증상과
관련이 있을 만한 직업력 및 거주지에 관한 정보를 상세화한다.
- 현재 직업력 : 업체명, 직종, 작업형태, 기간, 취급물질 등 직접 종사 작업
- 현재 거주지 (현 거주지가 화학물질 노출지역인 경우 중요)
(3) 노출력 조사
※ 작성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화학사고 당시의 노출력에 대해 아래와 같이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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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출시 노출원과의 거리
2) 노출시간
3) 노출시 상황(야외 활동, 실내근무, 보호구 착용여부 등 직접노출, 간접노출 등에 관한
정보)
4) 대피여부 및 대피방법, 대피시 상황 등
5) 노출지역 주변의 식물(벼, 과수 등 농작물)의 고사 여부, 사업장 및 주택 등 건물 손상
여부
(4) 과거 병력조사
1) 작성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화학사고 이후 노출에 의해 발생한 증상과 관련이 있을만한
과거 병력에 관한 정보를 상세화한다.
2) 과거병력 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 일반 질병과 화학사고 이후 노출에 의해 발생한 증상과 관련 질환의 가능성이 높은
질병으로 나누어 치료력이 있는 질병 및 외상에 관하여 조사한다.
(5) 현병력 및 생활습관 조사
- 현재의 이환상황 및 현재의 치료질병에 관하여 확인한다.
- 화학물질 노출 이후 발현 증상과 관련이 있는 질병에 관해서 조사한다.
1) 현 병명
2) 치료방법
3) 시기 : 치료개시시기
4) 생활습관 : 흡연력, 음주력 등

라. 이학적 검사 항목
※ 호흡기(특히 상기도)·눈·피부·비강·인두·구강·위장관계 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 암모니아에 노출이 의심된 모든 환자는 24시간 경과 후 호흡기, 피부, 눈, 비강, 인후
두, 위장관계의 손상 등에 대해 추적관찰 하여야 한다.
※ 폐부종 등 호흡기계 손상 및 피부 손상의 발생은 노출 후 최대 48시간 이상 지연되
어 나타날 수 있다.
(1) 전신상태
- 활력징후 체온, 맥박, 호흡수, 혈압, 신장과 체중
- 체중변화, 권태감, 피로감, 발열, 오한, 발한, 식욕부진, 불면 등
- 정신상태 : 불안, 불면, 의식상태, 감정, 주의력, 기억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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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호흡기계, 심혈관계
1) 폐음 확인
- 기침, 가래, 호흡곤란, 객혈, 흉통, 천명음 등 호흡기계 손상여부 확인 중요함
- 호흡음, 호기의 연장, 습성 라음, 건성 라음, 기침후의 라음(posttussive rales),
마찰음(friction rub), 천명, 흉성(pectoriloquy), 기관지성(bronchophony)
2) 심음 확인
- 부정맥, 심계항진, 청색증 등 심장이상 소견 확인
(3) 정신 신경계
- 초조, 불안, 우울, 불면, 조증 등
- 두통, 현기증, 외상, 동통, 강직(stiffness), 종창
- 성격 혹은 정신상태의 변화, 기억력 저하, 지각장애, 감각장애, 보행장애, 근력저하 혹은
마비, 운동실조 등
- 행동 : 행동과잉, 무의지증, 실행증(apraxia)
- 구음장애(dysarthria), 발성장애(dysphonia), 실어증(aphasia)
- 신경근성 분포의 동통, 이상감각 및 근력저하, 양측성 원위부 감각장애
(4) 이비인후과계
- 인후두 점막 자극증상 및 소견 기술 (특히 후두부 발적소견)
- 구강 : 구취, 잇몸출혈, 구강점막의 병변, 타액분비항진, 구내건조감, 혀의 동통,
지각이상, 미각장애, 설태, 궤양, 색소침착, 점막진(enanthem)
- 성대 : 쉰목소리, 발성장애
- 귀 : 청력장애(난청), 이명, 현훈, 분비물(이루), 이통
- 코 : 분비물, 비출혈, 비폐색, 궤양, 후각 장애
(5) 안과적 소견
- 시력장애, 복시, 암점, 안구작열감, 눈물, 동통, 건조, 발적, 창백, 충혈,
점상출혈(petechiae), 각막혼탁, 반흔, 궤양 등 각막손상 여부
(6) 피부과적 소견
- 색조의 변화, 성상(긴장도, 습윤도, 경도), 피부발열, 부종, 발진, 반점, 혈관확장,
수장홍반, 출혈, 발한(sweating), 피부홍조(flushing), 피부퇴색(blanching)
- 피부 통증, 발진, 수포, 가려움증, 모발 및 손톱의 변화색조, 손톱의 변형, 황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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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화기계
- 식욕부진, 속쓰림, 소화장애, 트림, 팽만감, 구역, 구토, 토혈, 연하장애, 복통,
변통이상(변비, 설사), 하혈, 황달 등

마. 임상검사 항목
(1) 혈액 및 소변검사
1) CBC c Diff
2) Electrolyte Panel (5종 Na, K, Cl, P, Ca)
3) RFT (BUN/Cr), UA (10종), Serum lactate
4) LFT ( AST/ALT, Total bilirubin, direct bilirubin, indirect bilirubin)
5) Glucose, T.CHO, LDL, HDL, TG
6)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 ( - )
소변 튜브에 날짜, 채취시간, 이름(연번) 표기하여 40~60mL 소변수집
==> -20℃에서 냉동보관(추후 건강영향조사시 수거예정)
(2) 호흡기 및 심혈관계 검사
1) Chest PA/Lat
2) EKG
3) 선택검사 항목
==> 호흡기 증상 호소 시 : PFT, HRCT, Pulse Oximetry, ABGA, CoHb
==> 가슴 갑갑함 등 심장관련 증상 호소시 : Cardiac Marker

바. 응급처치 지침
(1) 암모니아 용액은 화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환자의 옷 또는 피부가 암모니아 용액
에 노출된 경우 응급실 직원은 화학적 방어가 가능한 개인보호구(예를 들어 Tyvek 또
는 saranex) 또는 부틸 고무 앞치마, 라텍스 장갑, 보안경을 착용해야 한다.
※ 환자의 오염이 다 제거된 상태에서는 응급실 인력에게 특별한 보호복 또는 장비가 필요
하지 않다.
(2) 암모니아에 오염된 환자의 옷이나 개인 소지품은 신속히 제거하고, 차가운 흐르는 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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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누로 노출된 피부와 체모 부위를 최소 5분 이상 충분히 세척한다.
(샤워 기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어린이나 노인의 경우 차가운 물로 오염물질 제거시
저체온증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히 담요나 워머를 사용한다.)
(어린이들은 체중대비 몸의 표면적이 크기 때문에 피부를 통해 흡수되는 독성물질이 많
고, 성인에 비해 기도가 좁기 때문에 부식성 물질에 취약하다.)
※ 어린이들은 손을 입에 갖다 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응급실에서는 어린이들의 입을 검
사해야 한다.
(3) 암모니아가 눈에 들어가거나 염증반응이 발생한 경우 물이나 생리식염수로 15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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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4) 적절한 오염제거가 된 후에는 ABC에 따라 평가와 조치를 한다.
⟹ 기도를 확보하고 호흡, 순환상태를 평가한다.
⟹ 중증 환자에서는 우선 정맥로를 확보하고 심장리듬 모니터를 시행한다.
⟹ 암모니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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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해야 한다. 기관
삽관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수술적인 기도확보를 시행해야한다.)
(5) 혼수, 저혈압, 경련, 심실성 부정맥을 보이는 환자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치료해야한다.
⇒ 중증 환자에서는 우선 정맥로를 확보하고 심장리듬 모니터를 시행한다.
(6)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는 마스크로 산소를 투여한다.
⟹ 기관지 연축을 보이는 경우 분무형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한다.
⟹ 협착음(stridor)을 보이는 소아는 에피네프린 분무를 고려한다.
⟹ 2.25% 에피네프린 0.25~0.75ml를 2.5cc 물에 희석한 용액으로 시행한다.
⟹ 심근활동 변화에 주의하면서 필요시 20분마다 반복한다.
※ 상부 기도폐쇄 징후가 있는 환자는 6~12시간 동안 관찰해야 하고, 암모니아에 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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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된 환자의 경우 폐부종이 발생할 수 있다.
※ 기관지 확장제의 종류를 선택하기 전에 심근의 상태를 고려한다.
심장 감작제가 적합한 경우도 있지만 특정 화학물질에 노출된 후 심장 감작제를 사용하
는 것은 부정맥(특히 노인에게서) 위험을 일으킬 수도 있다.
(7) 폐 손상은 18~24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잔류 기관지 수축, 기관지 확장증 그리고 기도가 좁은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 만성 폐쇄
성 폐질환으로 더 잘 진행될 수 있다.
※ 암모니아에 흡입 노출되어 초기에 증상이 있는 환자는 주의깊게 관찰하고, 주기적으로
재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8) 암모니아에 노출된 환자의 검사항목은 CBC, blood glucose, electrolyte, LFT,
serum lactate and urinary analysis, cardiac marker, chest radiography, and
pulse oximetry, ABGA, CoHb, ECG 모니터링 등을 시행한다.
※ 암모니아 노출에 대한 구체적인 생물학적 노출검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9) 암모니아를 섭취했을 경우에는 구토제나 활성탄은 사용하지 않는다.
⟹ 환자가 의식이 있고 삼킬 수 있다면, 물이나 우유 120~240ml를 투여하여 위 내용물을
희석시켜야 한다.
⟹ 토하게 하는 것은 식도와 입에 부식성 물질을 다시 노출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구토를 유
도하는 것은 금지한다.
⟹ 위세척이나 중화도 시행하지 않는다.
위장관계의 손상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내시경 검사를 고려하고, 심각한 인후 부종이 있
을 경우 기관내 삽관 또는 윤상갑상막절개술(Cricothyroidotomy)가 필요할 수 있다
※ 식도의 scarring에 효과가 있는 코티코스테로이드가 일부 독성학자들에 의해 추천되지
만, 이 치료는 식도 천공이나 심각한 감염이 있는 환자들에게 유해할 수 있고, 아직 입
증된 방법이 아니다.
※ 혈액 투석은 효과가 없다.
(10) 암모니아 가스 또는 용액이 피부에 접촉했을 경우 화학적 화상이 발생할 수 있고, 이
에 대한 치료는 열화상에 준해 치료한다.

- 113 -

⟹ 경증 피부 화상환자는 증상 완화를 목적으로 24시간 이내에 재검사 한다.
(11) 암모니아가 눈에 들어갔을 경우 최소 15분 이상, 또는 결막액의 pH가 정상으로 돌아
올 때 까지 irrigation을 시행한다.
⟹ 시력(Visual acuity) 테스트 후 각막 손상이 있는 경우는 즉시 안과 협진 시행
⟹ 눈에 암모니아가 급성으로 노출되면 상당한 시력의 감퇴와 함께 지속적인 안압의 상
승, 백내장, 녹내장이 발생할 수 있다.
⟹ 눈 손상 환자는 증상 완화를 목적으로 24시간 이내에 재검사 한다.
(12) 호흡 곤란, 피부에 심각한 화상, 암모니아 용액을 섭취 경우, 입원치료를 원칙으로 한다.
(13) 폐기능 검사는 매년 반복해서 시행해야 하고, 폐부종이 발생한 환자는 중환자실에 입
원해야 한다.
(14) 암모니아 노출 후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증상을 경험 후 치료받았던 환자들은 증상이
재발하거나 계속 진행될 경우, 즉시 치료를 받아야 한다.
⟹ 흡연은 폐 손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 암모니아 노출 후 72시간 동안은 금연해야 한다.

[ 중독 환자의 일반 처치 ]
(1) CBC, glucose, electrolyte, serum lactate and urinary analysis, cardiac marker
를 포함한 혈액검사를 시행
※ 암모니아 노출에 대한 구체적인 생물학적 노출검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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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의 증상은 기존의 방식으로 치료한다.
⇒ 중증 환자에서는 우선 정맥로를 확보하고 심장리듬 모니터를 시행한다.
(5) 암모니아는 해독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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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흡기 노출 환자의 처치 ]
(1)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는 마스크로 산소를 투여한다.
⟹ 기관지 연축을 보이는 경우 분무형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한다.
⟹ 협착음(stridor)을 보이는 소아는 에피네프린 분무를 고려한다.
⟹ 2.25% 에피네프린 0.25~0.75ml를 2.5cc 물에 희석한 용액으로 시행한다.
⟹ 심근활동 변화에 주의하면서 필요시 20분마다 반복한다.
※ 상부 기도폐쇄 징후가 있는 환자는 6~12시간 동안 관찰해야 하고, 암모니아에 심하게
노출된 환자의 경우 폐부종이 발생할 수 있다.
※ 기관지 확장제의 종류를 선택하기 전에 심근의 상태를 고려한다.
(2) 폐 손상은 18~24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 암모니아에 흡입 노출되어 초기에 증상이 있는 환자는 주의깊게 관찰하고, 주기적으로
재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 소화기 노출 환자(음독) 처치 ]
(1) 암모니아를 섭취했을 경우에는 구토제나 활성탄은 사용하지 않는다.
⟹ 환자가 의식이 있고 삼킬 수 있다면, 물이나 우유 120~240ml를 투여하여 위 내용물을
희석시켜야 한다.
⟹ 토하게 하는 것은 식도와 입에 부식성 물질을 다시 노출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구토를 유
도하는 것은 금지한다.
⟹ 위세척이나 중화도 시행하지 않는다.
위장관계의 손상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내시경 검사를 고려하고, 심각한 인후 부종이 있
을 경우 기관내 삽관 또는 윤상갑상막절개술(Cricothyroidotomy)가 필요할 수 있다
※ 식도의 scarring에 효과가 있는 코티코스테로이드가 일부 독성학자들에 의해 추천되지
만, 이 치료는 식도 천공이나 심각한 감염이 있는 환자들에게 유해할 수 있고, 아직 입
증된 방법이 아니다.
※ 혈액 투석은 효과가 없다.

[ 피부 노출 환자의 처치 ]
(1) 암모니아 가스 또는 용액이 피부에 접촉했을 경우 화학적 화상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치료는 일반 열화상에 준해 치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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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증 피부 화상환자는 증상 완화를 목적으로 24시간 이내에 재검사 한다.

[ 눈 노출 환자의 처치 ]
(1) NS로 15분 이상의 충분한 시간으로 irrigation
⟹ 암모니아가 눈에 들어갔을 경우 최소 15분 이상, 또는 결막액의 pH가 정상으로 돌아
올 때 까지 irrigation을 시행한다.
⟹ 시력(Visual acuity) 테스트 후 각막 손상이 있는 경우는 즉시 안과 협진 시행
⟹ 눈에 암모니아가 급성으로 노출되면 상당한 시력의 감퇴와 함께 지속적인 안압의 상
승, 백내장, 녹내장이 발생할 수 있다.
⟹ 눈 손상 환자는 증상 완화를 목적으로 24시간 이내에 재검사 한다.

사. 상급기관 전원 지침
(1) 임상진찰 결과 심각한 수준으로 노출되었거나, 호흡기계, 뇌·심혈관계 등의 허혈성 손상
소견이 있는 환자는 상급기관으로 전원의뢰 한다.
(2) 음독했거나 피부나 눈, 인후두 부위에 직접 암모니아에 접촉한 병력이 있는 환자는 상
급기관으로 전원의뢰 한다.
==> 지연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외래에서 최소 4시간에서 6시간 이상 경과 관찰을 해
야 한다.
==> 지연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모든 환자는 24시간 이내에 증상에 관한 문진 및 흉부
방사선 검사, 심전도 검사, 소변, 혈액 검사를 재차 받아야 하며 각막 손상 환자들은
24시간이내에 안과 외래 재진을 받아야 한다.
(3) 상급기관 전원 사유
==> 암모니아 노출에 의한 화상, 폐손상, 위장관계 손상, 중추신경계 손상, 뇌·심혈관계
등의 허혈성 손상이 발생한 경우 추가적 조치를 위해서이다.
※ 암모니아에 대한 해독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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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외래진료 및 추적관찰 지침
(1) 노출이 의심되어 의료기관을 방문한 모든 환자는 노출평가 설문조사와 기본적인 문진,
이학적 검사, 임상적 검사를 시행한다.
(2) 짧은 시간의 호흡기 노출이고 무증상인 환자인 경우, 1시간 이상 증상 발현 여부 관찰
후 증상이 없으면 연락처를 남기고, 환자용 물질정보 시트와 증상 발현시를 대비한 의
학적 후속조치 안내 지침서를 받아서 귀가 할 수 있다.
(3) 노출 후에 최소 4시간에서 6시간 동안 무증상인 환자들 또한 환자용 물질정보 시트와
추후 증상 발현시를 대비한 의학적 후속조치에 관한 지침서를 받고 귀가하도록 한다.
(4) 노출이 의심되어 진료를 받은 모든 환자들은 반드시 24시간 후 다시 진료하고 자각증
상에 관해 문진 및 혈액, 소변검사, 흉부방사선 추적검사 등을 시행한다.
(5) 24시간 지연되어서 발현되는 증상이 있다면 필요에 따라 추가적 검사와 추적 흉부방사
선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6) 대부분의 화학물질 노출에 따른 지연 증상은 48시간 이내에 발현된다.
(7) 48시간 경과 이후에도 추가적인 발현 증상이 없다면, 이후부터는 대증적 치료를 시행한
다.

자. 건강조사를 위한 참고사항
(1) 설문조사 및 외래진료 결과, 진료 의료인은 화학사고 노출과의 관련성에 대해 (관련있음
/관련없음) 등으로 판정하여 의견을 기술한다.
※ “관련 있음”으로 판정된 환자는 별도의 명단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2)

추후 시행

가능한

건강영향조사를 대비하여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용

소변을

40~60mL정도 수집하여 튜브에 날짜, 채취시간, 이름(연번) 표기하고 -20℃에서 냉동
보관한다.

(추후 건강영향조사단에서 수거 또는 폐기 안내예정)

(3) 건강영향조사단의 특별한 지시가 없을 경우에는 소변 시료만 채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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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환자용 물질정보 시트
※ 이 유인물은 암모니아 가스 또는 암모니아 용액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 및 후
속조치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암모니아란 무엇입니까?
암모니아는 무색의 매우 자극적인 가스로, 강한 냄새가 나고 질식을 일으킬 수 있습니
다. 암모니아 기체는 물에 쉽게 용해되어 수산화암모늄이라고 불리는 용액을 만듭니다.
암모니아는 가연성이 강하지는 않지만 고온, 고열에 노출 시 암모니아 용기가 폭발할 수
있습니다. 암모니아 생산제품의 80%는 비료로 사용되고 냉매로서 플라스틱, 폭발물, 살
충제, 기타 화학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며, 또한 가정용, 산업용의 강력한 청소용액으로도
사용됩니다.

2. 암모니아 노출시 즉시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의 영향은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암모니아 가스를 호흡함으로써 암모니아에 노출되는데, 소량의 암모
니아를 흡입하더라도 눈, 콕, 목의 작열감과 자극적인 냄새를 통해 노출을 알 수 있습니
다. 더 많은 암모니아 흡입시에는 기침 또는 질식이 발생할 수 있고, 많은 양의 암모니
아 노출 시 목의 부종 또는 폐의 화학적 화상으로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암모니
아가 포함된 액체에 피부가 접촉할 경우 화상을 일으킬 수 있고, 농축된 암모니아 가스
나 수용액이 눈에 들어가게 되면 심각한 각막 화상이나 실명을 유발 할 수도 있습니다.
농축된 암모니아 수용액을 마셨을 경우 입, 목, 위에 화상을 일으키게 되며 일반적으로
증상의 정도는 노출의 정도에 비례합니다.

3. 암모니아 노출에 의한 증상은 치료될 수 있습니까?
암모니아 중독에 대한 해독제(치료제)는 없으나, 암모니아로 인한 증상은 치료될 수 있
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복됩니다. 암모니아 노출에 의해 심하고 지속되는 기침 또는
목의 화상 같이 심한 증상과 징후가 있는 사람들은 입원 치료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4. 향후 장기간 건강상의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암모니아가 소량 노출되어 빠른 시간내에 회복되는 경우에는 장기적인 건강문제를 일으
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많은 용량에 노출되어 눈, 폐, 피부 또는 위장관계의 손상
이 있는 경우 18~24시간 동안 지켜봐야 하며, 위 천공, 만성 폐쇄성 폐질환, 녹내장 같
은 심각한 지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5. 암모니아에 노출된 사람에게 어떤 검사를 할 수 있습니까?
환자의 혈액 또는 소변에서 암모니아의 존재여부를 검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의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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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암모니아의 심한 노출이 발생한 경우, 혈액과 소변검사,
흉부X선 그리고 기타 검사를 통해 폐 손상의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검사는 모든 경우
에 필요하지는 않지만, 암모니아가 눈에 들어갔을 경우 눈에 특수 염료를 넣어 확대 램
프로 눈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6. 암모니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가?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하거나 유해가스노출 환경보건
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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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환자용 후속지침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고, 다음 진료예약 확인 및 표기된 지침을 따르십시오.
24시간 이내에 특이증상 또는 징후가 발현되는 경우 응급실 또는 예약의사에게 전화문의
바랍니다.

※ 특히 아래의 증상인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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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출된 눈 부위에서의 통증 및 분비물 증가
▶ 복통, 구토, 설사
[ ] 위에 기술된 증상이 발현되지 않는다면 추후 진료예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 필요시 전화문의 약속, 예약 의사 :
☞ 의사에게 전화문의 시 (

전화번호 :

)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

) 일 재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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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급실 / 클리닉, (

)월/(

)일, AM/P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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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일 동안은 업무에 복귀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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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어도 72시간 이상 담배연기에 노출되어서는 안됩니다; 담배연기가 폐의 상태를 악화
시킬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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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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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의사 서명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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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수산화나트륨

가. 화학물질 정보
(1) 동의어
소다 알칼리액(SODA LYE), 나트륨 수화물(SODIUM HYDRATE), Caustic Soda, Solid,
Caustic soda, anhydrous, Sodium hydroxide solid
(2) 물리·화학적 성질
∙ CAS번호 : 1310-73-2
∙ 분자식 : NaOH
∙ 분자량 : 40
∙ 물리적 상태 : 고체
∙ 색상 : 흰색
∙ 녹는점 : 318 ℃
∙ 끓는점 : 1388 ℃ 1
∙ 증기압 : 55 hPa
∙ 밀도 : 2.13 g/㎤
∙ 용해도 : 물(1 g/0.9 mL), 끓는물(1 g/0.3 mL), 메탄올(1 g/4.2 mL), 글리세롤에
녹으나 아세톤, 에테르에는 녹지 않음.
∙ 수용해도 : 520 g/L
(3) 발생원 및 용도
- 수산화나트륨(NaOH)은 물에 녹아 강염기성 수용액을 만든다.
- 이산화탄소를 잘 흡수하여 탄산염을 만든다.
- 물, 메틸알코올, 글리세린, 에틸알코올에 잘 녹으며, 산과 반응하여 염을 만든다.
- 강철로 만든 재질은 전해조 유출수와 65℃에서 8-12% NaOH 를 50℃에서는 좀 더 높
은 농도의 NaOH를 취급할 수 있다.
- AI, ZN, SN, CU로 만든 재질은 가성소다에 의해서 급격하게 침식 되므로 사용을 피한
다.
- 순수한 수산화나트륨은 흰색 고체이다. 대기 중에서 수증기와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
온도에 무관하게 물에 잘 녹는다. 수산화칼륨은 잘 녹지 않는 에탄올과 메탄올에도 수
산화나트륨은 녹는다. 에테르나 다른 무극성 용매에는 녹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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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은 섬유와 종이에 노란색 얼룩을 남긴다.
(4) 주로 노출되는 공정
- 제지, 방직, 식음료, 비누 등의 산업에서 널리 사용된다.
- 화학 실험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염기이다.
- 화성, 금속, 세제의 원료, 바이오디젤 생산

나. 임상적 물질정보
(1) 흡수 및 대사
∙ 흡수 : 수산화나트륨(NaOH)과 같은 알칼리는 피부에 서서히 스며든다(Dreisbach
1977).
∙ 대사 : 피부의 각질 물질은 pH 9.2 이상의 수산화나트륨에서 급속히 분해된다. 세척한
인간 체모와 손톱의 분주량을 다양한 양의 수산화나트륨 용제와 혼합한 후 생산된 시
스틴을 계산하여 각질 분해 정도를 측정한 결과, 인간 체모 또는 손톱의 각질 혼합물
내 시스틴 부분은 S-S 결합의 수산화나트륨에 의해 쉽게 분리되었다. 0.1N 또는
0.25N 의 수산화나트륨에의 20시간 접촉 후 손톱 각질의 61.4% 및 97.6%가 각각 분
해되었다. 희석된 수산화나트륨 용제라 하더라도 장시간 접촉에 의해 심한 수준의 조
직 파괴가 발생할 수 있다(NIOSH 1975).
∙ 배설 : 수산화나트륨 괴사성 농도의 위 손상 영향은 파라세타몰에 의해 급격하게 감소
했다. 파라세타몰은 위벽에 있는 프로스타글란딘의 생합성을 자극하여 보호할 수 있다
(Van Kolfschoten 1983).
(2) 표적장기별 건강장해
1) 급성 건강영향
ⅰ. 소화기계 급성독성
- 섭취할 경우 소화관에 심한 영구적인 손상을 야기할 수 있음.
- 위장관 화상을 야기함.
- 소화관의 천공을 유발할 수 있음.
- 심각한 통증, 구역질, 구토, 설사, 그리고 충격을 유발함.
- 부식과 식도와 소화관의 영구적인 조직의 파괴가 유발될 수 있음.
- 전신영향을 일으킬 수 있음.
- 알칼리성의 부식물을 섭취하면 입 주위 화상, 궤양 및 점막 부기, 과다 침분비, 언어
또는 침삼킴 장애가 관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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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도와 위는 타는 듯한 통증을 겪음; 구토와 설사가 바로 동반됨.
- 후두개가 부어 호흡장애와 질식이 생길 수 있으며; 쇼크가 일어날 수 있음.
- 식도, 위, 혹은 위 판막 의 좁아짐이 즉시 발생할 수 있거나, 많은 지연발생(수주 ~
수년) 극심한 노출로 식도 또는 위장에 천공이 생길 수 있으며 가슴 또는 복강으로
전염될 수 있으며 흉격 통증, 복부경직 및 발열이 있음.
- 위의 모든 사항이 사망을 야기할 수 있음.
- 사고로 섭취한 경우는 건강에 손상을 줄 수 있음.
※ 개에게 가성소다를 바륨 먹이에 혼합하여 투여한 후 투시검사로 이 액체 물질의 위장관
진행을 추적했다. 뼈의 공동부터 소화관까지 추적했으며 유문경련이 유발된 부위에서 부식
성 물질이 막혔다. 이것이 가장 심한 괴사 손상이 일어난 부위라는 것이 부검에서 확인되
었다. 후속검사에서 잿물을 먹은 긴장한 개에서 출혈성 위염이 발생한 것이 확인되었다
(Gosselin 1984).
※ 랫트에 1 ml 0.2 M NaOH 를 위장 내 투여하였더니 위저부의 점막 손상이 발생했다. 대
조군 그룹에는 1 ml 의 식염 용제가 투여됐다. 1 시간 후 동물은 사망했고 그 수와 병변인
위궤양의 중증도가 기록되었다. 위저 점막은 절개되고 냉동되어 방사 면역 검정법으로 주기
적 일인산 아데노신의 조직 농도가 계산되는 동안 삼인산 아데노신(ATP), 이인산 아데노신
(ADP), 일인산 아데노신 (AMP) 및 젖산이 효소를 사용하여 분석되었다. 다음이 밝혀졌다 (1)
괴사성 제제를 투여한 모든 그룹에서 위 병변(궤양)의 발병 수와 중증도가 심각하게 증가했
다. (2) 아데닐 사이클라아제에 의한 cAMP 로의 ATP 변환과 포스포디에스트라제에 의한
AMP 로의 cAMP 변환이 감소한 반면 ADP 로의 ATP 분해 정도는 상당하게 증가했다.
※ (1) 점막 손상은 저산소혈증의 결과가 아닌 ADP 로의 ATP 변환이 명기할 만큼 상당히
증가하면서 랫드 위저 점막의 매우 활성적인 대사 적응 결과로 나타났다.
(2) 점막 손상이 발생함에 따라 막 결합 ATP 의존성 에너지 시스템 사이의 피드백 기전
시스템이 파괴되고 cAMP 로의 ATP 변환이 상당하게 감소되는 주 변화, 그리고 막 결합
ATP 의존성 에너지 시스템의 신경, 호르몬 및 약물학적 영향에 의한 상당한 변화(Moron
1983).
※ 섭취로 입의 화상 감작, 입술, 입, 혀, 인두 및 중증의 식도의 부식과 복통, 피와 큰 덩
어리 점막이 섞인 구토 그리고 피가 섞인 설사가 유발될 수 있다. 목의 부종으로 인해 질
식이 일어날 수 있다.
종격염, 알칼리혈증, 창백, 쇠약, 더딘 맥박, 심근 허탈, 쇼크, 혼수 및 사망이 발생할 수
있다. 소화관 천공과 위축성 흉터가 발생할 수 있다. 수주, 수개월 또는 수년 후에도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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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삼키기 어렵게 하는 식도 협착증이 발생할 수 있다. 성인 남성에게 치명적인 용량은 5
g 으로 추정된다. 섭취 후 12~42 년의 잠복기를 거친 식도의 편평 세포 암종 사례가 발생
한 바 있다. 이들 암은 수산화나트륨의 직접적인 발암 작용의 결과라기보다는 조직 파괴와
흉터 형성의 후유증으로 생각된다.
ⅱ. 피부 급성독성
- 피부 화상을 유발함.
- 피부에 깊은 침투성 궤양을 유발할 수 있음.
- 피부 발진(경증의 사례에서)을 일으키고, 청색증에 의한 차갑고 회색빛이 띄는 피부 또
는 창백한 피부색을 유발시킬 수 있음.
- 피부에 직접 접촉하면, 심각한 화학적 화상을 유발시킬 수 있음.
- 직접적인 접촉 후 또는 시간이 경과된 후에, 중증도의 염증을 유발시킬 수 있음.
- 반복 노출은 홍반, 부어오름, 수포 등의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시킬 수 있음.
- 피부 접촉은 유해한 건강 영향을 유발시키지 않는 것으로 간주함(동물 모델을 이용한
EC Directives 분류 기준으로서); 이 물질은 상처, 외상, 찰과상을 입은 부분을 통해
침투되면 건강 손상을 유발시킬 수 있음.
- 알칼리성의 부식물과 접촉하면 심각한 통증과 화상을 입을 수 있음; 피부에 갈색의 얼
룩이 생길 수 있음.
- 부식 부위는 연화, 젤라틴화 및 괴사될 수 있음; 조직 파괴가 심할 수 있음.
- 이물질을 베인 상처, 찰과상 또는 자극을 일으킨 피부에 노출시키지 말 것.
- 베임, 찰과상 또는 환부를 통하여 혈액 속에 들어갈 경우, 유해한 영향과 함께 전신 손
상을 유발할 수 있음.
- 물질 사용에 앞서, 피부를 검사하고, 모든 외상으로부터 적절히 보호할 것.
※ 피부 접촉 시 즉각적인 통증이 없는 발적, 피부 화상, 피부 열창 및 백색 건조가피를 포
함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0.03 N (0.12%) 정도로 약한 용제에 1 시간 노출하니 건강한
피부 손상이 발생했다. 0.4~4%농도의 용제에서는 수 시간이 될 때까지 자극이 나타나지 않
았다. 25-50%농도의 용제는 인간 피험자에게 3 분 이내 자극의 감작이 없었다. 1N 의 수
산화나트륨을 15 분에서 180 분 동안 팔에 적용한 피험자의 피부 생검에서 각질층의 세포
용해부터 시작하여 점진적 부종을 거쳐 60 분 안에 전체 피부가 파괴되는 진행의 변화가
나타났다. 5% 수용성 용제를 4 시간 동안 토끼의 피부에 적용하니 중증의 피부 괴사가 발
생했다. 알칼리는 피부에 서서히 스며든다.
손상 정도는 접촉 지속시간에 따라 달라진다. 피부에서 수산화나트륨을 제거하지 않으면 깊
은 궤양을 동반한 중증의 화상이 발생할 수 있다. 분진 또는 연무에의 노출은 다발성 작은
화상과 일시적인 체모 상실이 발생할 수 있다. 알칼리성으로 인한 병리학적 소견에는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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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에의 젤라틴 같은 괴사 부위가 포함될 수 있다(OHS MSDS).
독성 반응의 수준 (1) 자극 또는 통증의 즉각적인 감작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다.
(2) 일차적 자극성 피부염. (3) 일시적 체모 상실을 동반한 다발성 작은 화상. (4) 각질 물
질의 악화. (5) 세포내 부종. (6) 중증 화상, 조직 부식 및 깊은 궤양(Environment
Canada 1981).
ⅲ. 눈, 귀, 호흡기계 급성독성
- 자극으로 인해 화학적 폐렴과 폐부종이 발생할 수 있음.
- 상기도에 기침, 화상, 호흡곤란, 혼수상태를 동반한 심각한 자극을 유발함.
- 호흡기도에 화학적 화상을 유발함.
- 흡입은 폐부종을 야기할 수 있음.
- 전신영향을 일으킬 수 있음.
- 이물질은 일부 사람들에게 호흡기 자극을 야기할 수 있음.
- 자극에 대한 신체 반응은 폐 손상의 원인이 될 수 있음.
- 부식성 염기를 흡입하면 호흡기도에 자극을 유발할 수 있음.
- 기침, 숨막힘, 동통, 점막의 손상등의 증상들을 유발함.
- 심각한 경우, 폐가 붓는 경우가 있는데, 때때로 하루정도 지연되어 나타날 수 있음.
- 저혈압, 목소리가 갈라지거나 맥박이 약해지고 빨라지는 증상 등이 있을 수 있음.
- 호흡기능 장애, 기도 질병, 폐기종 또는 만성기관지염 같은 증상이 있는 사람일 경우,
많은 양의 분진을 흡입하면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음.
- 만약 순환계 또는 중추 신경계에 피해를 입었거나 신장 손상이 지속된다고 여겨지고
물질의 취급 과정에서 더 많은 양에 노출된다면 적절한 검사가 이루어져야 함.
- 눈 화상을 일으킴.
- 화학적 결막염 및 각막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
- 이물질이 눈에 접촉하면 심한 눈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
- 부식성 염기와 직접적인 눈 접촉시 통증 및 화상을 일으킬 수 있음.
- 부어오름, 상피 파괴, 각막 혼탁 및 홍채 염증이 나타날 수 있음.
- 가벼운 경우는 종종 치유됨; 심한 경우는 지속적인 부어오름, 상흔, 영구적인 혼탁, 안
구 돌출, 백내장, 눈꺼풀이 안구에 들러붙는 현상 및 실명과 같은 합병증과 함께 지속
될 수 있음.
- 접촉되면 결막과 각막 상피의 붕괴 및 딱지 형성, 각막 혼탁화, 두드러진 부종 및 궤양
이 발생할 수 있다.
- 7 또는 13일 후 점진적인 회복이 시작되거나 아니면 궤양과 각막 혼탁화의 진행이 있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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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 눈 화상의 합병증에는 혈관화된 막에 의한 각막 과성장의 안구유착, 진행성 또는
재발성 각막 궤양, 및 영구한 각막 혼탁화가 있다. 실명할 수도 있다. (OHS MSDS)
독성 반응의 수준: 자극 결막염, 각막 화상, 광선공포증, 결막과 각막 상피의 붕괴와 딱지
형성, 각막 부종, 궤양 및 혼탁화, 안구유착, 혈관화된 막으로 인한 각막 과성장. 영구적 각
막 혼탁화 (Environment Canada 1981).
분진 또는 연무 흡입으로 인한 영향은 2 mg/㎥ 에서 코의 경미한 자극부터 노출에 따라
중증 폐렴까지 다양하다. 저농도는 인후통, 기침 및 호흡곤란을 동반한 점막 자극을 유발할
수 있다. 고농도 노출은 점막 파괴와 지연된 폐부종 또는 폐렴을 유발할 수 있다. 쇼크가
발생할 수도 있다.
2) 만성 건강영향
ⅰ.소화기계 만성독성
- 농도에 따라 다르지만, 반복적으로 알칼리성 물질을 섭취하면 구강 점막에 염증성 및
궤양성 변화를 일으킬 수 있고 급성 섭취에서와 같은 영향을 일으킬 수 있다.
- 1.57 mg/kg 의 섭취로 식욕부진, 체온증가와 인체의 국소적 자극이 발생했다
ⅱ. 피부 만성독성
- 영향은 노출 농도와 노출 지속시간에 따라 다르다.
- 피부염 또는 급성 노출과 유사한 영향이 일어날 수 있다.
ⅲ. 눈, 귀, 호흡기계 만성독성
- 영향은 노출 농도와 노출 지속시간에 따라 다르다.
- 결막염 또는 급성 노출과 유사한 영향이 일어날 수 있다.
- 고농도의 분진이나 연무에의 장시간 노출은 불쾌감과 비강의 궤양을 유발할 수 있다.
※ 랫트에 대한 5,000 mg/L 농도의 반복 노출은 해가 없었지만 10,000 mg/L 은 신경질,
쓰라린 눈, 설사 및 성장 지연을 유발했다. 측정되지 않은 수산화나트륨 에어로졸에 일일
30 분간 노출된 랫트는 2-3개월 후 폐 손상이 나타났다. 수용성 수산화나트륨 40% 에어로
졸에 3 주간 주 2 회 30 분간 노출된 랫트 10 마리 중 2 마리가 사망했다. 조직병리학적
검사에서 대부분의 정상적인 폐 조직에 확장된 폐포 중격 병소, 폐기종, 기관지 궤양, 및
확장된 림프선 조직이 나타났다. 30 년 또는 그 이상 만성적으로 가성 분진에 노출된 291
명의 작업자에 대한 역학조사에서 그러한 노출 기간 또는 노출 정도와 관련된 사망률은 유
의할 정도로 증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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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독성기타
※ 수산화나트륨(25 mg/l 이상)에 만성적으로 노출된 구피에게서 생존율과 체중 증가율이
감소했고 성적 성숙이 지연되거나 조기에 이루어져 번식이 감소되었다(Rustamova 1977).
수용성 40% NaOH 용제로부터 생성된 농도가 알려지지 않은 공기 중 에어로졸에 주 2 회
노출된 27 마리의 흰색 랫트가 한달 이내에 대부분 기관지 폐렴으로 사망했다. 수용성
20% NaOH 용제로부터 생성된 에어로졸에 노출됐을 때 중격이 공동을 만들며(sic) 팽창하
여 균열되었고 기관지가 팽창했으며 이의 상피 덮개는 얇아지고 표피탈락이 빈번하게 발생
하였으며 하위 점막 조직의 가벼운 둥근 세포의 침윤이 발생했다. 다른 랫트는 10%와 5%
의 NaOH 용제에서 생성된 에어로졸에 노출되었다. 10% NaOH 의 에어로졸에 노출된 그
룹에서 변화는 발생하지 않았다. 5% NaOH 의 에어로졸에 노출된 그룹에서 기관지 팽창,
점막의 경미한 변질, 및 기관지를 둘러 싼 림프선종모양 조직의 층 두터워짐이 나타났다
(NIOSH 1975).
3) 발암성
- 섭취 후 12 년에서 42 년의 잠복기를 거친 식도의 편평 세포 암종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 이들 암은 수산화나트룸 자체의 직접적인 발암 작용보다는 조직 파괴와 흉터 형성 가
능성의 후유증일 수 있었다(Mackison 1981).
ⅰ.돌연변이 자료
메뚜기에 20 mg 농도의 비경구 주사 후 세포유전 분석에서 양성으로 나타났다
(Nucleus (Calcutta), 9,119,1966).
10 mmol/L 농도 투여에서 햄스터 폐 세포에 대한 세포유전 분석에서 양성반응이 나
타났다(Cytobios, 55,167,1988).
6 mmol/L 농도의 햄스터 난소 세포에 대한 세포유전 분석에서 양성반응이 나타났다
(Mutation Research, 225,55,1989).
발암성 등급분류 : 자료 없음
(3) 노출기준
1) OSHA
PEL-TWA ppm: NA; PEL-TWA mg/㎥: 2; PEL-STEL ppm: NA; PEL-STEL mg/
㎥: NA; PELC
ppm: NA; PEL-C mg/㎥: NA; Skin Notation: N; Notes: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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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IOSH
REL-TWA ppm: NA; REL-TWA mg/㎥: NA; REL-STEL ppm: NA; REL-STEL
mg/㎥: NA;
REL-C ppm: NA; REL-C mg/㎥: 2; Skin Notation: N; Notes: NA; IDLH ppm:
NA; IDLH
mg/㎥: 10; IDLH Notes: NA
3) ACGIH
TLV-TWA ppm: NA; TLV-TWA mg/㎥: NA; TLV-STEL ppm: NA; TLV-STEL
mg/㎥: NA;
TLV-C mg/㎥: 2
(4) 생물학적 모니터링
1) 수산화나트륨 자체에 대한 혈액검사나 소변검사에 대한 자료는 없다.
2) 추후 시행 가능한 건강영향조사를 대비하여 소변 튜브에 날짜, 채취시간, 이름(연번) 표
기하여 40~60mL 소변수집
==> -20℃에서 냉동보관(추후 건강영향조사시 수거예정)
(5) 참고문헌
1) www.nifds.go.kr/toxinfo/web/toxinfo
2) ncis.nier.go.kr/ncis
3) Bond GG et al; Am J Ind Med 7 (2): 123-39 (1985)
4) Comptes Rendus Hebdomadaires des Seances, Academie des Sciences,
257,791 (1963)
5) Cytobios, 55,167 (1988)
6) Dreisbach, R. H. Handbook of Poisoning. 9th ed. Los Altos, California: Lange
Medical Publications, p. 202(1977)
7) Environment Canada; Tech Info for Problem Spills: Sodium Hydroxide (Draft)
p.81 (1981)
8) Gosselin, R.E., R.P. Smith, H.C. Hodge. Clinical Toxicology of Commercial
Products. 5th ed. Baltimore: Williams and Wilkins, p. III-246 (1984)
9) Mackison, F. W., R. S. Stricoff, and L. J. Partridge, Jr. (eds.). NIOSH/OSHA Occup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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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p. 2 (1981)
11) Moron F et al; Int J Tissue React 5(4): 357-362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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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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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OHS MSDS, Symyx Technologies, Inc.
17) Rustamiva SA; Gidrobiol Zh 13 (3): 96-9 (1977)
18) Van Kolfschoten AA et al; Toxicol Appl Pharmacol 69 (1): 37-42 (1983)
19) Vrednie chemichescie veshestva. Neorganicheskie soedinenia elementov I-IV
groop (Hazardous substances. Inornanic substances containing I-IV group
elements), Filov V.A., Chimia, p 37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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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요 문진 항목

- 고형 수산화나트륨 또는 수산화나트륨 고농도 용액은 신체의 어느 부분과 접촉하더
라도 즉시 통증을 유발한다.
- 저농도 용액을 접촉한 경우 몇 시간 동안 통증이 없을 수 있지만 빠르게 씻어내지
않을 경우 심각한 화상이 발생 할 수 있다.
- 피부의 넓은 면적에 수산화나트륨이 엎질러지거나, 수산화나트륨을 삼킨 경우 쇼크
가 발생하거나 심지어 사망할 수도 있다.
- 수산화나트륨은 단백질을 분해하고 물에 용해되면 열을 발생한다.
- 눈과 같은 민감한 조직과 접촉한 경우에는 특히 위험하며 영구적인 손상이나 실명까
지도 발생할 수 있다.
- 노출 후 48시간까지 손상이 진행 할 수 있다.
- 상기도 폐쇄나 천공, 쇼크가 발생할 수 있다.
- 심한 흡입 손상은 지속적인 쉰 목소리, 반응성 기도 기능이상 증후군(reactive
airways dysfunction syndrome), 화학 또는 자극-유발형 천식을 일으킬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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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현재 주된 증상(주소)
1) 화학사고 이후 노출에 의해 발생한 증상
- 작성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현재의 주된 자각증상을 확인한다.
- 특유의 자각증상 없이 막연한 산발적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에도 설문지 작성외의 증상
들은 기술하고 필요시 추적 조사하여 확인한다.
- 임상적 진단에 있어 임상진찰이나 임상검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자각증상의 조사이
다.
(2) 직업력, 거주지
1) 작성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화학사고 이후 노출에 의해 발생한 증상과 관련이 있을 만
한 직업력 및 거주지에 관한 정보를 상세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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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직업력 : 업체명, 직종, 작업형태, 기간, 취급물질 등 직접 종사 작업
- 현재 거주지 (현 거주지가 화학물질 노출지역인 경우 중요)
(3) 노출력 조사
※ 작성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화학사고 당시의 노출력에 대해 아래와 같이 확인한다.
1) 노출시 노출원과의 거리
2) 노출시간
3) 노출시 상황(야외 활동, 실내근무, 보호구 착용여부 등 직접노출, 간접노출 등에 관한
정보)
4) 대피여부 및 대피방법, 대피시 상황 등
5) 노출지역 주변의 식물(벼, 과수 등 농작물)의 고사 여부, 사업장 및 주택 등 건물 손상
여부
(4) 과거 병력조사
1) 작성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화학사고 이후 노출에 의해 발생한 증상과 관련이 있을만한
과거 병력에 관한 정보를 상세화한다.
2) 과거병력 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 일반 질병과 화학사고 이후 노출에 의해 발생한 증상과 관련 질환의 가능성이 높은
질병으로 나누어 치료력이 있는 질병 및 외상에 관하여 조사한다.
(5) 현병력 및 생활습관 조사
- 현재의 이환상황 및 현재의 치료질병에 관하여 확인한다.
- 화학물질 노출 이후 발현 증상과 관련이 있는 질병에 관해서 조사한다.
1) 현 병명
2) 치료방법
3) 시기 : 치료개시시기
4) 생활습관 : 흡연력, 음주력 등

라. 이학적 검사 항목
※ 호흡기(특히 상기도)·눈·피부·비강·인두·구강·심장에 유의하여 진찰
※ 수산화나트륨에 노출이 의심된 모든 환자는 24시간 경과 후 호흡기, 심장, 피부, 눈,
비강, 인후두의 손상 등에 대해 추적관찰 하여야 한다.
※ 폐부종 등 호흡기계 손상 및 피부 손상의 발생은 노출 후 최대 48시간 이상 손상이
진행되어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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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도 폐쇄나 천공, 쇼크가 발생할 수 있다.
※ 심한 흡입 손상은 지속적인 쉰 목소리, 반응성 기도 기능이상 증후군(reactive airways
dysfunction syndrome), 화학 또는 자극-유발형 천식을 일으킬 수 있다.
(1) 전신상태
- 활력징후 체온, 맥박, 호흡수, 혈압, 신장과 체중
- 체중변화, 권태감, 피로감, 발열, 오한, 발한, 식욕부진, 불면 등
- 정신상태 : 불안, 불면, 의식상태, 감정, 주의력, 기억력 등
(2) 호흡기계, 심혈관계
1) 폐음 확인
- 기침, 가래, 호흡곤란, 객혈, 흉통, 천명음 등 호흡기계 손상여부 확인 중요함
- 호흡음, 호기의 연장, 습성 라음, 건성 라음, 기침후의 라음(posttussive rales),
마찰음(friction rub), 천명, 흉성(pectoriloquy), 기관지성(bronchophony)
2) 심음 확인
- 부정맥, 심계항진, 청색증 등 심장이상 소견 확인
(3) 정신 신경계
- 초조, 불안, 우울, 불면, 조증 등
- 두통, 현기증, 외상, 동통, 강직(stiffness), 종창
- 성격 혹은 정신상태의 변화, 기억력 저하, 지각장애, 감각장애, 보행장애, 근력저하 혹은
마비, 운동실조 등
- 행동 : 행동과잉, 무의지증, 실행증(apraxia)
- 구음장애(dysarthria), 발성장애(dysphonia), 실어증(aphasia)
- 신경근성 분포의 동통, 이상감각 및 근력저하, 양측성 원위부 감각장애
(4) 이비인후과계
- 인후두 점막 자극증상 및 소견 기술 (특히 후두부 발적소견)
- 구강 : 구취, 잇몸출혈, 구강점막의 병변, 타액분비항진, 구내건조감, 혀의 동통,
지각이상, 미각장애, 설태, 궤양, 색소침착, 점막진(enanthem)
- 성대 : 쉰목소리, 발성장애
- 귀 : 청력장애(난청), 이명, 현훈, 분비물(이루), 이통
- 코 : 분비물, 비출혈, 비폐색, 궤양, 후각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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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과적 소견
- 시력장애, 복시, 암점, 안구작열감, 눈물, 동통, 건조, 발적, 창백, 충혈,
점상출혈(petechiae), 각막혼탁, 반흔, 궤양 등 각막손상 여부
(6) 피부과적 소견
- 색조의 변화, 성상(긴장도, 습윤도, 경도), 피부발열, 부종, 발진, 반점, 혈관확장,
수장홍반, 출혈, 발한(sweating), 피부홍조(flushing), 피부퇴색(blanching)
- 피부 통증, 발진, 수포, 가려움증, 모발 및 손톱의 변화색조, 손톱의 변형, 황달

마. 임상검사 항목
(1) 혈액 및 소변검사
1) CBC c Diff
2) Electrolyte Panel (5종 Na, K, Cl, P, Ca)
3) RFT (BUN/Cr), UA (10종), Serum lactate
4) LFT ( AST/ALT, Total bilirubin, direct bilirubin, indirect bilirubin)
5) Glucose, T.CHO, LDL, HDL, TG
6)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 ( - )
소변 튜브에 날짜, 채취시간, 이름(연번) 표기하여 40~60mL 소변수집
==> -20℃에서 냉동보관(추후 건강영향조사시 수거예정)
(2) 호흡기 및 심혈관계 검사
1) Chest PA/Lat
2) EKG
3) 선택검사 항목
==> 호흡기 증상 호소 시 : PFT, HRCT, Pulse Oximetry, ABGA, CoHb
==> 가슴 갑갑함 등 심장관련 증상 호소시 : Cardiac Marker

바. 응급처치 지침
(1) 대응 의료진들은 화학물질 개인보호구(예 : Tyvek 또는 Saranex 등) 또는 부틸 고무
재질의 앞치마, 여러 겹의 라텍스 장갑, 눈 보호 장비 등을 착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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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화나트륨은 부식성이 매우 강하다.)
(2) 가능한 빨리 피부나 눈에 접촉된 수산화나트륨이나 용액을 세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3) 옷이나 피부, 체모에 묻어 있는 고형 물질은 즉시 제거한다. 환자의 옷은 신속히 제거
하고, 흐르는 물로 최소 15분 이상 충분히 세척한다.
(어린이나 노인은 제염과정에서 저체온증을 방지하기 위해 담요나 워머를 사용한다)
(4) 눈 부위 노출 시에는 최소 30분 동안 물이나 생리 식염수로 씻어내야 한다.
⟹ 콘택트렌즈는 추가 손상 없이 쉽게 제거 가능할 경우 제거한다. 결막 낭의 산도(pH)가
7이 될 때까지 세척을 지속한다. 세척 후 2시간동안 매 30분마다 결막의 산도를 측정
한다. 유착을 방지하기 위해 호마트로핀(homatropine)과 같은 산동성-안근마비 약물을
사용한다.
⟹ 눈 부위 노출 환자는 즉시 안과의사에게 협진을 의뢰한다. 각막, 결막, 공막 또는 눈꺼
풀 손상이 있는 경우 24시간 이내에 다시 검사해야 한다.
(5) 충분히 오염제거가 된 후에는 기존의 A, B, C 평가와 조치를 한다.
혼수, 저혈압, 경련, 부정맥 등의 증상은 기존의 방식으로 치료한다.
⟹ 기도를 확보하고 호흡, 순환상태를 평가한다.
(수산화나트륨은 해독제가 없다.)
(6) 노출된 모든 환자는 CBC, glucose, electrolyte를 포함한 혈액검사를 시행한다.
⟹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흉부 방사선 검사와 맥박 산소포화도 또는 동맥혈 가스검사를
시행한다. 심각한 화상이나 천공의 증상이 있는 경우 신기능 검사와 혈액형 검사가 필
요하다.
(수산화나트륨의 급성중독 진단은 부식성 손상의 증상에 기초하여 임상적으로 판단한다.)
(7) 삼킨 경우 구토를 유발해서는 안 된다. 활성탄이나 중화제를 투여해서도 안 된다.
⟹ 의식이 있고 삼킬 수 있는 경우에 물이나 우유 120~240ml를 경구로 투여한다.
⟹ 위관 삽입은 식도나 위에 추가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내시경 하에서 시행해야 한다.
(입이나 구인두 부위에 화상이 관찰되지 않더라도 식도에 심각한 화상이 발생할 수 있
고, 다량의 수산화나트륨을 섭취한 경우 쇼크가 발생 할 수 있다.)
(8) 위세척은 부식성 물질을 제거하고 내시경 검사 준비를 위해 특정 상황에서 유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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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세척을 고려해야 할 경우 (1) 많은 용량을 섭취한 경우 (2) 환자의 상태가 30분 이내
평가된 경우 (3) 환자가 구강 병변이 있거나 식도부위의 지속적인 불편감을 호소하는
경우 (4) 섭취 1 시간 이내인 경우
(독성 구토물 또는 위 세정액은 세척 튜브를 벽흡인기 또는 밀폐 용기에 연결하여 격리
되도록 해야 한다)
(9) 수산화나트륨을 섭취한 경우 48시간 이내에 내시경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 다량의 부식성 물질 섭취가 의심되는 모든 환자는 식도, 위, 소장의 손상 여부를 평가하
고 치료 방향을 정하기 위해 조기에 내시경 검사를 해야 한다.
(수산화나트륨을 섭취한 경우 내시경 검사는 필수적이고 천공이 의심되는 경우 외과에
협진이 필요하다. 증상이나 징후만으로 손상정도를 정확이 알기 어렵다.)
⟹ 천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10일에서 3주 사이에 추가 내시경 검사나 바륨 연하 검사를
고려한다.
⟹ 내시경 검사가 금기인 경우
(1) 환자의 상태가 불안정한 경우 (2) 상기도 부위에 문제가 있는 경우

(3) 천공의 증거

가 있는 경우 (4) 48시간 이전에 섭취한 경우
(10)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는 마스크로 산소를 투여한다.
⟹ 기관지 연축을 보이는 경우 분무형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한다.
⟹ 협착음을 보이는 소아는 에피네프린 분무를 고려한다.
2.25% 에피네프린 0.25~0.75ml를 2.5cc 물에 희석한 용액으로 시행한다. 필요시 20분
마다 반복한다.
(11) 수산화나트륨에 노출된 피부는 24시간 동안 자주 물로 세척해야 한다.
⟹ 중화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수액치료는 열화상과 같은 방법으로 시행한다.
(수산화나트륨에 의한 심도 화상은 초기 24~48시간 이내에는 정확히 알기 어렵고 과소
평가 될 수 있다.)
(12) 심각한 피부 손상이 있는 경우 화상센터에 입원해야하며 다량을 섭취한 경우에는 중환
자실에서 입원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 입원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1) 수산화나트륨을 섭취한 경우 (2) 눈이나 피부에 심한 화
상이 있는 경우 (3) 많은 양에 흡입 노출된 경우
(천공의 징후가 있는 경우 응급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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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노출 후 48시간까지 손상이 진행 할 수 있다. 상기도 폐쇄나 천공, 쇼크가 발생할 수
있다. 심한 흡입 손상은 지속적인 쉰 목소리, 반응성 기도 기능이상 증후군(reactive
airways dysfunction syndrome), 화학 또는 자극-유발형 천식을 일으킬 수 있다.
(14) 경미한 피부 노출이나 경도 또는 중등도의 호흡기 노출 후 6~12 시간동안 무증상인
환자는 퇴원할 수 있다. 환자에게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병원 치료를 받을 것을 교육
한 후 퇴원시킨다.

(수산화나트륨 환자 후속지침 참조)

[ 중독 환자의 일반 처치 ]
(1) CBC, glucose, electrolyte를 포함한 혈액검사를 시행
(2)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흉부 방사선 검사와 맥박 산소포화도 또는 동맥혈 가스검사를
시행
(3) 혼수, 저혈압, 경련, 부정맥 등의 증상은 기존의 방식으로 치료한다. 수산화나트륨은 해
독제가 없다.

[ 눈 노출 환자의 처치 ]
(1) 결막낭의 산도(pH)가 7이 될 때까지 세척을 지속한다.
(2) 세척 후 2시간 동안 매 30분마다 결막의 산도를 측정한다.

[ 소화기 노출 환자의 처치 ]
(1) 구토를 유발하거나 활성탄이나 중화제를 투여해서는 안 된다.
(2) 의식이 있고 삼킬 수 있는 경우 물이나 우유 120~240ml를 경구로 투여한다.
(3) 위세척은 부식성 물질을 제거하고 내시경 검사 준비를 위해 특정 상황에서 유용할 수
있다
(4) 다량의 부식성 물질 섭취가 의심되면 조기에 내시경 검사를 시행한다.

[ 피부 노출 환자의 처치 ]
(1) 24시간 동안 자주 물로 세척해야 한다.
(2) 중화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수액치료는 열화상과 같은 방법으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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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상급기관 전원 지침
(1) 임상진찰 결과 심각한 수준으로 노출되었거나, 호흡기계, 뇌·심혈관계 등의 허혈성 손상
소견이 있는 환자는 상급기관으로 전원의뢰 한다.
(2) 음독했거나 피부나 눈, 인후두 부위에 직접 수산화나트륨에 접촉한 병력이 있는 환자는
상급기관으로 전원의뢰 한다.
==> 지연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외래에서 최소 4시간에서 6시간 이상 경과 관찰을 해
야 한다.
==> 지연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모든 환자는 24시간 이내에 증상에 관한 문진 및 흉부
방사선 검사, 심전도 검사, 소변, 혈액 검사를 재차 받아야 하며 각막 손상 환자들은
24시간이내에 안과 외래 재진을 받아야 한다.
(3) 상급기관 전원 사유
==> 수산화나트륨 노출에 의한 화상, 폐손상, 중추신경계 손상, 뇌·심혈관계 등의 허혈성
손상이 발생한 경우 추가적 조치를 위해서이다.
※ 수산화나트륨에 대한 해독제는 없다.

아. 외래진료 및 추적관찰 지침
(1) 노출이 의심되어 의료기관을 방문한 모든 환자는 노출평가 설문조사와 기본적인 문진,
이학적 검사, 임상적 검사를 시행한다.
(2) 짧은 시간의 호흡기 노출이고 무증상인 환자인 경우, 1시간 이상 증상 발현 여부 관찰
후 증상이 없으면 연락처를 남기고, 환자용 물질정보 시트와 증상 발현시를 대비한 의
학적 후속조치 안내 지침서를 받아서 귀가 할 수 있다.
(3) 노출 후에 최소 4시간에서 6시간 동안 무증상인 환자들 또한 환자용 물질정보 시트와
추후 증상 발현시를 대비한 의학적 후속조치에 관한 지침서를 받고 귀가하도록 한다.
(4) 노출이 의심되어 진료를 받은 모든 환자들은 반드시 24시간 후 다시 진료하고 자각증
상에 관해 문진 및 혈액, 소변검사, 흉부방사선 추적검사 등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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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4시간 지연되어서 발현되는 증상이 있다면 필요에 따라 추가적 검사와 추적 흉부방사
선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6) 대부분의 화학물질 노출에 따른 지연 증상은 48시간 이내에 발현된다.
(7) 48시간 경과 이후에도 추가적인 발현 증상이 없다면, 이후부터는 대증적 치료를 시행한
다.

자. 건강영향조사를 위한 참고사항
(1) 설문조사 및 외래진료 결과, 진료 의료인은 화학사고 노출과의 관련성에 대해 (관련있음
/관련없음) 등으로 판정하여 의견을 기술한다.
※ “관련 있음”으로 판정된 환자는 별도의 명단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2)

추후 시행

가능한

건강영향조사를 대비하여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용

소변을

40~60mL정도 수집하여 튜브에 날짜, 채취시간, 이름(연번) 표기하고 -20℃에서 냉동
보관한다.

(추후 건강영향조사단에서 수거 또는 폐기 안내예정)

(3) 건강영향조사단의 특별한 지시가 없을 경우에는 소변 시료만 채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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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환자용 물질정보 시트
※ 이 유인물은 수산화나트륨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 및 후속조치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수산화나트륨이란 무엇입니까?
수산화나트륨은 공기 중에서 수증기를 흡수하는 백색의 고형물질이며, 물에 녹으면 많
은 양의 열을 생산합니다. 고체 상태와 용액 모두 부식성이 매우 강하고 심각한 화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수산화나트륨은 염기 화합물의 일종으로 산을 중화시키거나 산에
의해 중화될 수 있고 많은 양의 열을 발산합니다.

2. 수산화나트륨 노출에 의해 즉시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의 영향은 무엇입니까?
고형 수산화나트륨 또는 수산화나트륨 고농도 용액은 신체의 어느 부분과 접촉하더라도
즉시 통증을 유발합니다. 약한 용액을 접촉한 경우 몇 시간 동안 통증이 없을 수 있지만
빠르게 씻어내지 않을 경우 심각한 화상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피부의 넓은 면적에 수
산화나트륨이 엎질러지거나 수산화나트륨을 삼킨 경우 쇼크가 발생하거나 심지어 사망
할 수도 있습니다. 수산화나트륨은 단백질을 분해하고 물에 용해되면 열을 발생합니다.
눈과 같은 민감한 조직과 접촉한 경우에는 특히 위험하며 영구적인 손상이나 실명까지
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수산화나트륨 노출에 의한 증상은 치료될 수 있습니까?
수산화나트륨은 해독제가 없지만 이로 인해 화상이나 쇼크가 발생한 경우 치료될 수 있
으며, 심한 증상이 나타나는 환자는 입원치료가 필요합니다.

4. 향후 건강에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단일 소량 노출에 의해 발생한 증상이 빠르게 회복된 사람들은 증상이 지연되어 발생하
거나 장기간 인체에 영향을 일으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피부에 발생한 광범위하고
심한 화상으로 인한 흉터는 추후 피부 이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눈에 심하게 노출된
경우 실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산화나트륨 미립자를 흡입한 경우 영구적인 폐 손상
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산화나트륨 용액을 삼킨 경우 입, 목, 식도에 영구적인 손상
이 발생하여 연하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5. 수산화나트륨에 노출된 사람에게 어떤 검사를 할 수 있습니까?
수산화나트륨에 노출 시 혈액검사나 소변검사는 유용하지 않으나, 심각한 노출이 발생
한 경우에는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이 폐, 눈 또는 위 손상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모든 노출환자에서 검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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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산화나트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하거나 유해가스노출 환경보건
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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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환자용 후속지침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고, 다음 진료예약 확인 및 표기된 지침을 따르십시오.
24시간 이내에 특이증상 또는 징후가 발생하는 경우 응급실 또는 예약의사에게 전화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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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

) 일 재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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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급실 / 클리닉, (

)월/(

)일, AM/P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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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일 동안은 업무에 복귀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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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어도 72시간 이상 담배연기에 노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담배연기가 폐의 상태를 악
화시킬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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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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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의사 서명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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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포름알데히드

가. 화학물질 정보
(1) 동의어
메타날(methanal), 포름알데히드(formic aldehyde), 옥소메탄(oxomethane),
옥시메틸렌(oxymethylene), 산화 메틸렌(methylene oxide), 메틸알데히드(methyl
aldehyde), 포르말린(formalin), 메트알데히드(methaldehyde), morbicid, paraform,
dormol, fannoform, formol, karsan, lysoform, superlysoform
(2) 물리·화학적 성질
∙ C A S N o : 50-00-0․ 분자식 및 구조식 : HCHO
∙ 모양 및 냄새
공기 중에서 1 ppm이하에서 인지할 수 있는 심한 자극성 냄새가 나는 무색의 기체
(냄새 역치 : 0.05-1.0 ppm 또는 0.83 ppm)
∙ 분 자 량 : 30.03․ 비 중 : 0.815 (-20℃)
∙ 녹 는 점 : -92℃․ 끓 는 점 : -19.5℃ (760 ㎜Hg)
∙ 증기밀도 : 1.067 (공기=1)․ 증 기 압 : 10 ㎜Hg (-88℃)
∙ 인 화 점
- 37%포르말린(15%메타놀 포함)
- 은 50℃(밀폐상태), 37%포르
- 말린(메타놀 포함 안함)은 83℃(밀폐상태)
∙ 폭발한계 : 7~73 vol %
∙ 전환계수 : 1 ppm = 1.23 ㎎/㎥

1 ㎎/㎥ = 0.81 ppm (25℃, 760 ㎜Hg)

∙ 용 해 도 : 물에 매우 잘 녹으며, 에테르와 알코올에도 잘 녹는다.
∙ 기타 흔히 보는 것은 37%(by weight) 포름알데히드인 포르말린 액체이다. 강한 산화제
로서 여러 가지 화학물질과 쉽게 반응하며, 순도가 높은 경우에는 반응성이 매우 커서
강하게 중합반응을 하는 경향이 있다.
출처 : Merck index, ACGIH, HSDB
(3) 발생원 및 용도
1) 우레아(urea) 포름알데히드, 페놀(phenol) 포름알데히드, 멜라민(melamine) 포름알데
히드 및 폴리아세탈(polyacetal) 수지의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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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틸렌 글리콜(ethylene glycol), 펜타에리트리톨(pentaerythritol), 헥사메틸렌 테트라
민(hexamethylene tetramine)의 생산
3) 조직표본의 고정, 백신 제조
4) 비료, 합판, 단열제, 주물중자 등에 수지원료(resin)
5) 가구용 접착제, 사진필름, 가죽, 염료, 화장품, 폭약, 농약, 소독제, 방부제 등의 원료
6) 자동차 배기가스나 나무를 태울 때, 대기오염, 담배연기에도 포함
(4) 주로 노출되는 공정
1) 포름알데히드 수지류와 플라스틱류의 생산 공정
2) 비료, 합판, 단열제 생산 공정
3) 가구제조, 필름, 가죽, 염료, 화장품, 폭약, 농약, 방부제 등의 제조
4) 철 주물공정, 플라스틱 몰딩 과정
5) 포름알데히드를 취급하는 병리학자 등 의료 종사자
6) 환경적으로는 이동 차량집(mobile home)에서 사는 사람, 흡연자 또는 간접흡연자

나. 임상적 물질정보
(1) 흡수 및 대사
∙ 흡수 : 포름알데히드는 주로 흡입 또는 섭취를 통해 흡수되며 일부에서는 피부를 통해
흡수된다.
∙

대사

:

흡입된

포름알데히드의

95%

정도는

흡수되어

포름알데히드

탈수효소

(formaldehyde dehydrogenase)에 의해 개미산(formic acid)으로 빠르게 대사된다. 포
름알데히드는 세포내에서 중요한 대사산물인 N5, N20 -메틸렌테트라하이드로포린산
(methylenetatrahydrofolic acid)를 형성한다.
∙ 배설 : 포름알데히드는 대부분 개미산염(formate)을 거쳐 이산화탄소로 호기를 통해 배
출되며, 소변으로 배설되는 개미산염과 다른 대사물질은 극히 소량이다.
∙ 반감기 : 혈장내 포름알데히드의 반감기는 1~1.5분이므로 고농도를 흡입한 경우가 아니
라면 노출 직후에도 고농도로 검출되지는 않는다.
(2) 표적장기별 건강장해
1) 급성 건강영향
ⅰ. 눈, 피부, 비강, 인두 : 포름알데히드는 강한 자극제로 보통 2~3 ppm에서 눈, 코 등
에 염증을 일으키며, 10~20 ppm에서는 심하게 눈물이 나며 코와 목의 작열감 등 자
극 증상을 일으킨다.

- 143 -

또한 눈에 들어간 경우에는 각막에 심한 손상을 입는다. 피부에 노출 시에는 두드러
기, 농포 및 수포성 발진이 나타날 수 있으며, 피부가 갈색으로 변할 수도 있다. 포름
알데히드는 직업성 피부질환의 가장 흔한 원인중의 하나이다. 자극성 접촉성 피부염
(irritant) 및 알레르기성(allergic) 접촉성 피부염 모두를 유발한다. 급성 노출 시에는
얼굴을 직접 자극하여 눈 주변의 부종 (periorbital edema)을 야기한다.
또한 7~10일의 induction period를 거쳐 손이나 팔에 피부염(chronic eczema)을
일으키는데 이는 피부의 과민반응을 발생시키는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ⅱ. 호흡기계 : 0.1~0.2 ppm의 낮은 농도에서도 기침 등 호흡기 자극증상 및 흉부 압박
감이 발생하며 0.5 ppm 이상의 농도에서는 천명음이 나타날 수 있다. 낮은 농도에서
도 기관지, 인두 등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으며, 10~20 ppm에서는 호흡곤란이 발생
한다. 더 높은 농도에서는 기도에 손상을 입힐 수도 있으며, 폐부종 및 폐렴, 사망에
까지 이를 수 있다. 또한 3 ppm에서 짧은 시간 노출되어도 감작된 사람에게 후기
천식 반응을 야기할 수 있다는 보고도 있다.
ⅲ. 신경계 : 흡입 시 두통, 쇠약 등의 증상이 나타났으며, 섭취 시 어지러움, 의식소실,
경련 등의 증상이 발생했다는 보고가 있다.
ⅳ. 위장관계 : 섭취 시 메스꺼움, 구토, 설사, 복통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ⅴ. 간담도계 : 섭취 시 황달이 나타났다는 보고가 있다.
ⅵ. 비뇨기계 : 섭취 시 단백뇨, 혈뇨, 무뇨 및 산증이 나타날 수 있다.
ⅶ. 심혈관계 : 섭취 후 저혈압이 발생했다는 보고가 있다.
2) 만성 건강영향
ⅰ. 눈, 피부, 비강, 인두 : 인두, 기관, 기관지 등의 염증을 야기하고 냄새를 잘 맡지 못
하게 된다.
조직학적으로는 코 점막의 염증반응을 일으켜 비염증상을 발생시키고, 섬모의 소실,
goblet cell 과증식, 편평상피화생(squasmous metaplasia) 및 경증의 이형 증식증
(dysplasia)을 보인다. 이형 증식증은 암의 전단계이다.
ⅱ. 호흡기계 : 3 ppm이하의 노출에서도 폐활량의 감소를 가져오고, 만성적으로 폐쇄성
기도 혹은 만성기관지염을 발생시킨다. 반복된 노출은 과민성 반응을 일으켜서 천식
을 유발하거나 후두 염증 또는 부종을 일으키기도 한다.
ⅲ. 신경계 : 저농도의 포름알데히드에 만성적으로 노출된 경우 두통, 기억력 저하, 수면
장애 등의 발생이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다.
ⅳ. 위장관계 : 저농도의 포름알데히드에 만성적으로 노출된 경우 메스꺼움, 위장관 장해
등이 나타날 수 있다.
ⅴ. 조혈기계 및 생식계 :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된 병리학자들의 정자 수, 활동성, 모양
등에서 대조군에 비하여 차이가 없었다. 또한 백혈병 발생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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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암성
- 포름알데히드는 비인두암의 발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다수의 역학적 연구에서 관찰되
었다.
- 그 외에 폐암의 발생이 증가했다는 연구들도 많이 있다. 또한 최근의 연구에서는 포름
알데히드의 노출과 백혈병(특히 골수성 백혈병)의 발생 사이에 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
는 보고들도 있다.
(IARC : 1 (비인두, 림프/조혈기계), 2A (비강, 부비동), ACGIH : A2)
4) 직업성질환 발생 사례
| 사례 1 |
○○○은 1993년 화장품용기(합성수지)를 제조하는 ○○에 입사하여 생산의 전과정(기계점
검, 안료 배합, 용기 포장)을 담당하였다. 원자재파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 먼지와 제조
공정상 사용되는 각종 안료(벤젠 옐로우, 카드뮴 레드, 분산제, 솔바 바이올렛 등)에 노출되
었다. 입사 전 알레르기 및 호흡기 질환이 없었으며, 입사 이후에도 특별한 이상을 느끼지
못하다가 7년째인 2000년부터 알레르기비염 증상이 있었다. 10년째 되는 해인 2003년 1월
천식증상이 시작되어 ○○○○병원에서 폐기능 검사 등을 통하여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으
로 진단받았다. 환자의 최초 진단은 만성폐쇄성 호흡기질환이었으나, 이 후 3년 6개월 동안
의 임상경과를 통해 나타난 호흡기 증상의 가역성을 볼 때 환자의 질환은 천식 양상을 심
하게 보이는 만성폐쇄성 호흡기 질환으로 판단된다. 작업장은 화장품 용기 제조업체로 천식
의 원인 및 악화요인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호흡기 자극 물질이 존재하였으나 측정결과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에서 발생한 천식 양상을 심하게 보이는 만성폐쇄성
호흡기질환에 의한 사망은 작업장 내에서 노출된 다양한 화학물질에 의한 발생 및 악화의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 사례 2 |
○○○연금관리공단은 2004년 9월 15일 항공방제 작업과 산불진화 작업을 수행하던 헬기
조종사의 “폐암”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였다.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기장은 ○○청 소속
으로 항공방제작업과 산불진화작업을 주로 수행하던 헬기 조종사로서 어떤 안전장비도 없
이 방제 작업 시 쓰이는 농약(살충제)과 산불진화 작업 시 발생하는 매연(다핵 방향족탄화
수소 및 포름알데히드 등의 물질이 포함)에 노출되어 2003년 3월에 폐암 판정을 받은 근로
자이다.
산불진화 작업 시에는 다량의 매연이 발생하게 되는데 해당 매연에는 발암물질로 알려진
다핵방향족탄화수소(Polycyclicaromatichydrocarbons, PAHs) 및 포름알데히드 등의 물
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포름알데히드는 탄소나 목재, 설탕 등 많은 유
해물질의 불완전연소에 의해서 생겨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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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출기준
1) 기중 노출기준
- 한국(고용노동부, 2013) TWA : 0.5 ppm (0.75 ㎎/㎥) STEL : 1 ppm(1.5 ㎎/㎥)
- 미국(TLV; ACGIH, 2011) Ceiling : 0.3 ppm (0.37 ㎎/㎥) STEL : 기준설정의 근거 : 자극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농도 수준으로 설정하였다.
- 미국(PEL; OSHA, 2012) TWA : 0.75 ppm STEL : 2 ppm
- 미국(REL; NIOSH, 2012) TWA : 0.016 ppm, Ceiling : 0.1 ppm (15분)
STEL : - 유럽연합(OEL, 2012) TWA : 0.2 ppm STEL : 0.4 ppm,
- 독일(DFG, 2012) MAK : 0.3 ppm, (0.37 ㎎/㎥) PL :Ⅰ2
- 일본(OEL; JSOH, 2012) TWA : 0.1 ppm (0.12 ㎎/㎥), Ceiling : 0.2 ppm (0.24
㎎/㎥), STEL : - 일본(ACL; 후생노동성, 2012) TWA : 0.1 ppm STEL : - 핀란드(사회보건부, 2011) TWA : 0.3 ppm (0.37 ㎎/㎥) STEL : 1 ppm (1.2 ㎎/㎥)
(C)
(4) 생물학적 모니터링
1) 포름알데히드 자체에 대한 혈액검사나 소변검사에 대한 자료는 없다.
2) 추후 시행 가능한 건강영향조사를 대비하여 소변 튜브에 날짜, 채취시간, 이름(연번) 표
기하여 40~60mL 소변수집
==> -20℃에서 냉동보관(추후 건강영향조사시 수거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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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요 문진항목
- 포름알데히드는 낮은 농도에 단시간 노출되더라도 눈, 코, 목에 자극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 장시간 또는 고농도에 노출 될 경우 기침이나 질식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 심한 노출 시에는 목의 부종과 폐의 화학적 손상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 피부, 눈, 소화기관에 직접 접촉하는 경우 심각한 화상이 발생할 수 있다.
- 약 30mL(약 2 티스푼) 정도로 적은 양의 포르말린을 마시더라도 사망할 수 있다.
- 포름산은 포름알데히드의 대사산물로 사망을 일으키거나 심각한 전신 중독을 발생
시킨다.
- 일반적으로 포름알데히드에 더 심하게 노출될수록 더 심한 증상이 나타난다.
- 이전에 포름알데히드에 감작된 사람들은 매우 적은 양에 노출되어도 피부 발진, 호
흡곤란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 기침, 호흡 곤란 또는 짧아진 호흡
▶ 가슴 통증, 불규칙한 심박동
▶ 안구 통증 및 분비물 증가
▶ 피부 화상 부위 발진이나 통증의 증가, 화농성 분비물이 발생하는 경우
▶ 발열
▶ 원인 불명의 졸림, 피로나 두통이 발생한 경우
▶ 복통이나 구토, 설사가 있는 경우

(1) 현재 주된 증상(주소)
1) 화학사고 이후 노출에 의해 발생한 증상
- 작성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현재의 주된 자각증상을 확인한다.
- 특유의 자각증상 없이 막연한 산발적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에도 설문지 작성외의 증상
들은 기술하고 필요시 추적 조사하여 확인한다.
- 임상적 진단에 있어 임상진찰이나 임상검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자각증상의 조사이
다.
(2) 직업력, 거주지
1) 작성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화학사고 이후 노출에 의해 발생한 증상과
관련이 있을 만한 직업력 및 거주지에 관한 정보를 상세화한다.
- 현재 직업력 : 업체명, 직종, 작업형태, 기간, 취급물질 등 직접 종사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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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거주지 (현 거주지가 화학물질 노출지역인 경우 중요)
(3) 노출력 조사
※ 작성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화학사고 당시의 노출력에 대해 아래와 같이 확인한다.
1) 노출시 노출원과의 거리
2) 노출시간
3) 노출시 상황(야외 활동, 실내근무, 보호구 착용여부 등 직접노출, 간접노출 등에 관한 정
보)
4) 대피여부 및 대피방법, 대피시 상황 등
5) 노출지역 주변의 식물(벼, 과수 등 농작물)의 고사 여부, 사업장 및 주택 등 건물 손상
여부
(4) 과거 병력조사
1) 작성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화학사고 이후 노출에 의해 발생한 증상과 관련이 있을만한
과거 병력에 관한 정보를 상세화한다.
2) 과거병력 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 일반 질병과 화학사고 이후 노출에 의해 발생한 증상과 관련 질환의 가능성이 높은
질병으로 나누어 치료력이 있는 질병 및 외상에 관하여 조사한다.
(5) 현병력 및 생활습관 조사
- 현재의 이환상황 및 현재의 치료질병에 관하여 확인한다.
- 화학물질 노출 이후 발현 증상과 관련이 있는 질병에 관해서 조사한다.
1) 현 병명
2) 치료방법
3) 시기 : 치료개시시기
4) 생활습관 : 흡연력, 음주력 등

라. 이학적 검사항목
※ 호흡기(특히 상기도)·눈·피부·비강·인두·구강·중추신경계 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 포름알데히드에 노출이 의심된 모든 환자는 24시간 경과 후 호흡기, 중추신경계,
피부, 눈, 비강, 인후두의 손상 등에 대해 추적관찰 하여야 한다.
※ 과거 질병력에 대한 확인 필요
· 천식환자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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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 과민성을 지닌 자 ·결막질환이 있는 자
※ 임상 진찰시, 폐부종 등 호흡기계 손상 및 중추신경계 장해, 피부장해, 급성 안과적 장해,
혹은 기관지염, 기도폐쇄성 질환, 천식, 등의 발생에 주의하여 본다.
(1) 전신상태
- 활력징후 체온, 맥박, 호흡수, 혈압, 신장과 체중
- 체중변화, 권태감, 피로감, 발열, 오한, 발한, 식욕부진, 불면 등
- 정신상태 : 불안, 불면, 의식상태, 감정, 주의력, 기억력 등
(2) 호흡기계, 심혈관계
1) 폐음 확인
- 기침, 가래, 호흡곤란, 객혈, 흉통, 천명음 등 호흡기계 손상여부 확인 중요함
- 호흡음, 호기의 연장, 습성 라음, 건성 라음, 기침후의 라음(posttussive rales),
마찰음(friction rub), 천명, 흉성(pectoriloquy), 기관지성(bronchophony)
2) 심음 확인
- 부정맥, 심계항진, 청색증 등 심장이상 소견 확인
(3) 정신 신경계
- 초조, 불안, 우울, 불면, 조증 등
- 두통, 현기증, 외상, 동통, 강직(stiffness), 종창
- 성격 혹은 정신상태의 변화, 기억력 저하, 지각장애, 감각장애, 보행장애, 근력저하 혹은
마비, 운동실조 등
- 행동 : 행동과잉, 무의지증, 실행증(apraxia)
- 구음장애(dysarthria), 발성장애(dysphonia), 실어증(aphasia)
- 신경근성 분포의 동통, 이상감각 및 근력저하, 양측성 원위부 감각장애
(4) 이비인후과계
- 인후두 점막 자극증상 및 소견 기술 (특히 후두부 발적소견)
- 구강 : 구취, 잇몸출혈, 구강점막의 병변, 타액분비항진, 구내건조감, 혀의 동통,
지각이상, 미각장애, 설태, 궤양, 색소침착, 점막진(enanthem)
- 성대 : 쉰목소리, 발성장애
- 귀 : 청력장애(난청), 이명, 현훈, 분비물(이루), 이통
- 코 : 분비물, 비출혈, 비폐색, 궤양, 후각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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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과적 소견
- 시력장애, 복시, 암점, 안구작열감, 눈물, 동통, 건조, 발적, 창백, 충혈,
점상출혈(petechiae), 각막혼탁, 반흔, 궤양 등 각막손상 여부
(6) 피부과적 소견
- 색조의 변화, 성상(긴장도, 습윤도, 경도), 피부발열, 부종, 발진, 반점, 혈관확장,
수장홍반, 출혈, 발한(sweating), 피부홍조(flushing), 피부퇴색(blanching)
- 피부 통증, 발진, 수포, 가려움증, 모발 및 손톱의 변화색조, 손톱의 변형, 황달

마. 임상검사 항목
(1) 혈액 및 소변검사
1) CBC c Diff
2) Electrolyte Panel (5종 Na, K, Cl, P, Ca)
3) RFT (BUN/Cr), UA (10종), Serum lactate
4) LFT ( AST/ALT, Total bilirubin, direct bilirubin, indirect bilirubin)
5) Glucose, T.CHO, LDL, HDL, TG
6) 면역글로불린정량(IgE)
7)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

혈청 포름알데히드 농도를 측정 할 수는 있으나 임상적으로

유용하지 않다.
- 소변 튜브에 날짜, 채취시간, 이름(연번) 표기하여 40~60mL 소변수집
==> -20℃에서 냉동보관(추후 건강영향조사시 수거예정)
(2) 호흡기 및 심혈관계 검사
1) Chest PA/Lat
2) EKG
3) 선택검사 항목
==> 대사성 산증을 보이거나 메탄올 중독이 의심될 경우 : 메탄올 농도, osmolar gap과
동맥혈 가스검사를 시행
==> 호흡기 증상 호소 시 :

PFT, HRCT, Pulse Oximetry, ABGA, CoHb

==> 가슴 갑갑함, 심실성 부정맥, 저혈압 등 심장관련 증상 호소시 : 24시간 ECG,
Cardiac Mar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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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응급처치 지침
(1) 대응 의료진들은 화학물질 개인보호구(예: Tyvek 또는 saranex 등) 또는 부틸 고무 재
질의 앞치마, 고무장갑(여러 겹의 라텍스 장갑), 눈 보호 장구를 착용해야한다.
(환자의 옷이나 피부가 포르말린에 젖어 있다면 환자와 접촉 시 화상이 발생할 수 있다.)
(2) 오염된 환자의 옷이나 개인 소지품은 빠르게 제거해야 한다.
⇒ 노출된 피부와 체모는 5분 동안 물로 세척한다.
(샤워 기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소아와 노인을 제염하는 경우 저체온증의 발생에 주
의해야 한다.)
(3) 눈 부위 노출 시 물이나 생리 식염수로 적어도 15분간 씻어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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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검 경련의 증상 완화를 위해 0.5% tetracaine과 같은 안과용 마취제를 사용 할 수
있고, 눈꺼풀 아래의 적절한 세척을 위해 안검 견인기를 사용할 수 있다.)
(4) 충분히 오염제거가 된 후에는 ABC의 평가와 조치를 한다.
⇒ 기도를 확보하고 호흡, 순환 상태를 평가한다.
(소아는 기도의 직경이 성인에 비해 더 작기 때문에 부식성 물질에 더 취약할 수 있다.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기관 삽관을 통해 기도를 확보하고 호흡을 보조해야 한다. 기관
삽관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수술적인 기도확보를 시행해야한다.)
(5) 노출된 모든 환자에서 CBC, glucose, 혈청 전해질을 포함한 혈액 검사를 시행한다.
⇒ 추가 검사로 소변검사(protein, cast, RBC를 포함), 메탄올 농도, 삼투압 차(osmolar
gap) 와 동맥혈 가스검사를 시행한다. 호흡기계에 노출된 환자는 흉부방사선 검사와 맥
박 산소 포화도 측정을 한다.
(혈청 포름알데히드 농도는 유용하지 않다.)
(6) 혼수, 저혈압, 경련, 심실성 부정맥을 보이는 환자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치료해야 한다.
(포름알데히드는 해독제가 없다.)
⇒ 중증 환자에서는 우선 정맥로를 확보하고 심장리듬 모니터를 시행한다.
(7) 쇽이나 저혈압의 증거를 보이는 경우에는 우선 수액을 투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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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압이 80mmHg 미만인 경우 성인은 1000ml/hour 생리식염수(saline) 또는 링거젖산
(lactated Ringer)용액을 정맥 내 투여한다. 수축기 혈압이 90 mmHg 이상인 경우에
는 150~200mL/hours의 속도이면 충분하다. 관류 장애를 보이는 소아 에서는 20
ml/kg의 생리 식염수를 10~20분간 투여하고, 이후 2~3ml/kg/hours 의 속도로 주입
한다.
⇒

필요시

도파민(dopamine)

2~20μg/kg/min

또는

노에피네프린(norepinephrine)

0.1~0.2μg/kg/min을 주입한다.
(8) 포르말린을 섭취한 경우 구토를 유발하지 않는다.
⇒ 환자가 의식이 있고 삼킬 수 있는 경우에만 물 120~240ml를 경구로 투여한다.
⇒ 섭취 1시간 이내 위세척을 시행한 후 활성탄(activated charcoal)을 1g/kg (보통 성인
은 60~90g, 소아는 25~50g) 투여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
(활성탄 투여의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다.)
(9) 대량 섭취한 경우에는 섭취 후 30분 이내에 환자의 상태가 평가되면 위세척과 소화기
계의 부식성 손상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내시경시행을 고려한다.
⇒ 위관을 삽입할 경우에는 화학 손상을 입은 식도와 위에 추가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
로 주의한다. 극심한 목 부위의 부종이 있는 경우 기관삽관 또는 윤상갑상절개술이 필
요 할 수 있다.
(소아는 부식성 물질을 대량 섭취하지 못하고 비위관 삽관은 천공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내시경을 이용한 비위관 삽관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세척을 시행하면 안 된다.)
(독성 구토물 또는 위세정액은 세척 튜브를 벽 흡인기 또는 밀폐 용기에 연결하여 격리
되도록 해야 한다.)
(10)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환자는 마스크를 통해 산소를 공급해야 한다.
⇒ 기관지 연축을 보이는 환자는 분무형 기관지 확장제로 치료한다.
⇒ 협착음(stridor)을 보이는 소아는 에피네프린 분무를 고려한다.
0.25~0.75 mL의 2.25 %의 에피네프린을 2.5cc의 물에 희석한 용액으로 시행한다.
필요시 20 분마다 반복한다.
(흡입 노출로 인해 흉통, 가슴 압박감, 기침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 지연성 기관지염,
폐렴, 폐부종, 호흡 부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6~12 시간동안 주기적으로 검사하며 관
찰해야 한다.)
(11) 피부에 포르말린이나 고농도의 포름알데히드 증기가 접촉한 경우 화학 화상을 유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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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화상과 같은 방법으로 치료한다.
(소아는 체표면적 : 몸무게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피부를 통한 유독물질의
흡수에 더 취약하다.)
(12) 대사성 산증을 보이는 경우 중탄산염나트륨(sodium bicarbonate)을 정맥 내 투여해
야 한다. 혼수, 경련 또는 부정맥을 보이는 환자에서 산증(acidosis)이 있는 경우에는
중탄산염나트륨(sodium bicarbonate)을 정맥 내 투여해야 한다.
⇒ 성인 용량: 20 mEq, 소아 용량: 1 mEq/kg
동맥혈 가스 검사 결과에 따라 산증에 대해 추가교정을 한다.
(13) 전통적인 치료에 반응이 없는 심한 산-염기 장애를 보이는 경우나 의미 있는 메탄올
농도를 보이는 경우 혈액 투석을 고려해야 한다.
⇒ 포름산(formic acid)과 메탄올을 제거하고 심한 대사성 산증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혈액
투석이 효과적이다.
(14) 포르말린 섭취로 인한 메탄올 중독이 의심되는 경우 혈중 메탄올 농도가 20 mg/dL이
상이거나 삼투압 차(osmolar gap)가 증가한 경우 에탄올 주입을 시작한다.
⇒

10%

에탄올을

부하용량(loading

dose)으로

7.5ml/kg를

투여하고,

유지용량

(maintenance dose) 으로 1.0~1.5ml/kg/hour를 투여한다. 혈액 투석 동안에는 1.5
~2.5ml/kg/hour을 투여한다. 목표 혈중 에탄올 농도는 0.1mg/dL로 한다.
(15) 노출 경로에 상관없이 전신 중독의 증거가 있는 경우 입원치료를 고려해야 한다.
⇒ 많은 양을 섭취한 경우 흡인성 폐렴 또는 신부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환자실에 입
원하여 관찰해야 한다.
(부식성 위염, 위의 섬유화, 토혈 또는 식도의 부종과 궤양이 발생 할 수 있다.)
(16) 무증상 환자는 4~6시간 동안 관찰해야 한다.
⇒ 이 기간 동안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퇴원시킨다.

[ 중독 환자의 일반 처치 ]
(1) CBC, glucose, 전해질 검사, 소변검사, 메탄올 농도, osmolar gap과 동맥혈 가스검사
를 시행
(2) 대사성 산증을 보이는 경우
혼수, 경련 또는 부정맥을 보이는 환자에서 산증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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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dium bicarbonate를 정맥 내 투여(성인 용량: 20mEq, 소아 용량: 1mEq/kg)
동맥혈 가스 검사 결과에 따라 산증에 대해 추가교정
(3) 메탄올 중독이 의심되는 경우
혈중 메탄올 농도가 20mg/dL이상이거나 osmolar gap이 증가한 경우 에탄올을 주입
⇒ 10% 에탄올 loading dose: 7.5ml/kg, maintenance dose: 1.0~1.5ml/kg/hour

[ 호흡기 노출 환자의 처치 ]
(1) 산소 공급, 흉부방사선 검사, 산소 포화도 측정.
(2) 기관지 연축을 보이는 환자는 분무형 기관지확장제 사용
협착음을 보이는 소아는 에피네프린 분무
(0.25~0.75ml의 2.25%의 에피네프린을 2.5cc의 물에 희석한 용액)

[ 소화기 노출 환자의 처치 ]
(1) 환자가 의식이 있고 삼킬 수 있는 경우 물 120~240ml 경구 투여
(2) 섭취 후 30분 이내에 환자의 상태가 평가되면 위세척과 소화기계의 부식성 손상 정도
를 평가하기 위한 내시경시행 고려.
(3) 섭취 1시간 이내 위세척을 시행한 후 활성탄을 1g/kg 투여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

[ 눈 노출 환자의 처치 ]
(1) 물이나 생리 식염수로 적어도 15분간 세척.

[ 피부 노출 환자의 처치 ]
(1) 열화상과 같은 방법으로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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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상급기관 전원 지침
(1) 임상진찰 결과 심각한 수준으로 노출되었거나, 호흡기계, 대사성 산증, 신부전, 심장이
상 소견, 중추신경계 증상 등이 있는 환자는 상급기관으로 전원의뢰 한다.
(2) 음독했거나 피부나 눈, 인후두 부위에 직접 포름알데히드에 접촉한 병력이 있는 환자는
상급기관으로 전원의뢰 한다.
==> 지연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외래에서 최소 4시간에서 6시간 이상 경과 관찰을 해
야 한다.
==> 지연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모든 환자는 24시간 이내에 증상에 관한 문진 및 흉부
방사선 검사, 심전도 검사, 소변, 혈액 검사를 재차 받아야 하며 각막 손상 환자들은
24시간이내에 안과 외래 재진을 받아야 한다.
(3) 상급기관 전원 사유
==> 포름알데히드 노출에 의한 화상, 폐손상, 중추신경계 손상, 뇌·심혈관계 손상, 신부
전, 대사성 산증 등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위해서이다.

아. 외래진료 및 추적관찰 지침
(1) 노출이 의심되어 의료기관을 방문한 모든 환자는 노출평가 설문조사와 기본적인 문진,
이학적 검사, 임상적 검사를 시행한다.
(2) 짧은 시간의 호흡기 노출이고 무증상인 환자인 경우, 1시간 이상 증상 발현 여부 관찰
후 증상이 없으면 연락처를 남기고, 환자용 물질정보 시트와 증상 발현시를 대비한 의
학적 후속조치 안내 지침서를 받아서 귀가 할 수 있다.
(3) 노출 후에 최소 4시간에서 6시간 동안 무증상인 환자들 또한 환자용 물질정보 시트와
추후 증상 발현시를 대비한 의학적 후속조치에 관한 지침서를 받고 귀가하도록 한다.
(4) 노출이 의심되어 진료를 받은 모든 환자들은 반드시 24시간 후 다시 진료하고 자각증
상에 관해 문진 및 혈액, 소변검사, 흉부방사선 추적검사 등을 시행한다.
(5) 24시간 지연되어서 발현되는 증상이 있다면 필요에 따라 추가적 검사와 추적 흉부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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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6) 대부분의 화학물질 노출에 따른 지연 증상은 48시간 이내에 발현된다.
(7) 48시간 경과 이후에도 추가적인 발현 증상이 없다면, 이후부터는 대증적 치료를 시행한
다.

자. 건강영향조사를 위한 참고사항
(1) 설문조사 및 외래진료 결과, 진료 의료인은 화학사고 노출과의 관련성에 대해 (관련있음
/관련없음) 등으로 판정하여 의견을 기술한다.
※ “관련 있음”으로 판정된 환자는 별도의 명단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2)

추후 시행

가능한

건강영향조사를 대비하여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용

소변을

40~60mL정도 수집하여 튜브에 날짜, 채취시간, 이름(년번) 표기하고 -20℃에서 냉동
보관한다.

(추후 건강영향조사단에서 수거 또는 폐기 안내예정)

(3) 건강영향조사단의 특별한 지시가 없을 경우에는 소변 시료만 채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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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환자용 물질정보 시트
※ 이 유인물은 포름알데히드 또는 포르말린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 및 후속조치
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1. 포름알데히드란 무엇입니까?
포름알데히드는 무색에 가깝고 매서운 냄새가 나는 매우 자극적 가스이며, 물에 쉽게
용해되어 포르말린(포름알데히드와 물, 메탄올 용액)을 형성합니다. 포름알데히드는 플라
스틱 제조, 요소-포름알데히드 포말 절연체, 건축자제에 사용되는 레진(예: 합판), 종이,
카페트, 직물, 페인트, 가구 등에 사용됩니다.

2. 포름알데히드 노출에 의해 즉시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의 영향은 무엇입니까?
포름알데히드는 낮은 농도에 단기간 노출되더라도 눈, 코, 목에 자극을 유발할 수 있습
니다. 장기간 또는 고용량에 노출 될 경우 기침이나 질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한
노출 시에는 목의 부종과 폐의 화학화상으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피부, 눈,
소화기관에 직접 접촉하는 경우 심각한 화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약 30mL(약 2 티
스푼) 정도로 적은 양의 포르말린을 마시더라도 사망할 수 있습니다. 포름산은 포름알데
히드의 대사산물로 사망을 일으키거나 심각한 전신 중독을 발생시킵니다. 일반적으로 포
름알데히드에 더 심하게 노출될수록 더 심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전에 포름알데히드에
감작된 사람들은 매우 적은 양에 노출되어도 피부 발진, 호흡곤란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포름알데히드 중독은 치료 될 수 있습니까?
포름알데히드는 해독제가 없으나, 중독증상은 치료될 수 있고 노출된 대부분의 사람들
은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심각한 노출 환자(눈물이나 콧물 또는 심하거나 지속되는
기침의 증상이나 징후가 있는 경우)는 입원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매우 농축된 증
기나 액체에 직접 노출되거나 포르말린을 삼킨 환자는 중환자실 입원치료가 필요할 수
있고, 장기적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4. 향후 건강상에 어떠한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단일 소량 노출에 의해 빠르게 회복된 사람들은 증상이 지연되어 발생하거나 장기간 신
체영향을 일으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반면 심한 노출 후에도 18시간 동안 증상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증상과 징후에 대해서는 후속 지침을 참고하기 바랍
니다. 만약 증상이 발생할 경우 병원 진료를 받기 바랍니다. 작업장에서 장기간 반복적
으로 비강을 통해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될 경우 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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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된 사람에게 어떤 검사를 할 수 있습니까?
혈액과 소변을 이용하여 포름알데히드 노출 검사를 시행할 수 있지만 검사 결과는 의사
들에게 유용하지 않습니다. 만약 심각한 노출이 발생한 경우라면 혈액과 소변검사 및 다
른 검사들은

폐 손상이나 전신 중독 증상의 발생 여부를 아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

다. 만약 발작이나 경련이 발생하면 신경행동 독성에 대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노출 검사가 모든 경우에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6. 포름알데히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하거나 유해가스노출 환경보건
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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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환자용 후속지침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고, 다음 진료예약 확인 및 표기된 지침을 따르십시오.
24시간 이내에 특이증상 또는 징후가 발현되는 경우 응급실 또는 예약의사에게 전화문의
바랍니다.

※ 특히 아래의 증상인 경우 :
▶ 기침, 호흡 곤란 또는 짧아진 호흡
▶ 가슴 통증, 불규칙한 심박동
▶ 안구 통증 및 분비물 증가
▶ 피부 화상 부위 발진이나 통증의 증가, 화농성 분비물이 발생하는 경우
▶ 발열
▶ 원인 불명의 졸림, 피로나 두통이 발생한 경우
▶ 복통이나 구토, 설사가 있는 경우
[ ] 위에 기술된 증상이 발현되지 않는다면 추후 진료예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 필요시 전화문의 약속, 예약 의사 :
☞ 의사에게 전화문의 시 (

전화번호 :
)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

) 일 재진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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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급실 / 클리닉, (

)월/(

)일, AM/P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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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일 동안은 업무에 복귀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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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어도 72시간 이상 담배연기에 노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담배연기가 폐의 상태를 악
화시킬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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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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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의사 서명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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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톨루엔
가. 화학물질 정보
(1) 동의어
메틸벤젠(methylbenzene), 1-메틸벤젠(1-methylbenzene), 메틸벤졸(methylbenzol),
페닐메탄(phenylmethane), 톨루올(toluol), 메틸 벤젠(methyl benzene)
(2) 물리·화학적 성질
∙ C A S N o : 108-88-3․ 분자식 및 구조식 : C6H5CH3
∙ 모양 및 냄새 : 무색 투명한 휘발성 액체, 방향족의 달콤한 냄새(냄새 역치 : 2.5 ppm)
∙ 분 자 량 : 92.14 (1 ppm =3.77 ㎎/㎥)․ 비 중 : 0.8667a(20℃)
∙ 녹 는 점 : -95.0℃․ 끓 는 점 : 110.6℃
∙ 증 기 밀 도 : 3.3 (공기=1)․ 증 기 압 : 22 ㎜Hg (2℃), 59.3 ㎜Hg (40℃)
∙ 인 화 점 : 4.4℃ (밀폐상태)․ 폭 발 한 계 공기 중 1.27%~7.0%(vol %)
∙ 용 해 도 : 물에 잘 안 녹는다(0.515g/100㎖, 20℃). 유기용제에는 잘 섞인다.
∙ 기 타 : 인화성이 매우 큰 액체.
출처 : Merk index
(3) 발생원 및 용도
1) 발생원 : 합성고무제조, 도료, 수지 생산, 유기화합물(페놀, 아세톤) 제조업장
2) 용도 : 합성고무, 도료, 수지 생산, 유기화합물(페놀, 아세톤), 세정/세척 등의 용도로
사용
- 20세기 초에는 석탄 건류 과정에서 생산되었으나, 근래에는 석유 정제 과정에서 생산
된다. 즉 원유에 high flash aromatic naphta 성분으로 포함되어 있다.
- 이밖에 n-heptane을 고온 처리하여 합성하기도 한다. 유기화합물의 열분해과정에서
발생되며, 담배연기에도 소량 포함되어 있다.
- 톨루엔은 화학, 고무, 페인트, 제약 산업 등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데, 신나
(thinner), 잉크, 향수, 염료, 온도계 등에 용제 또는 원료로 사용된다.
- 오일, 합성수지, 페인트 등의 용제로 이용될 뿐 아니라 페놀, 톨루엔 이소시아네이트,
트리니트로 톨루엔, 염료, 약품, 사카린 같은 화합물 제조에도 사용되는 등 산업장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유기용제 중의 하나이다.

- 162 -

- 따라서 용제 취급 공정(페인트, 락카, 코팅, 염료, 페인트 제거제, 살충제 등); 화학 물
질 제조 인조 고무제조, 직물/종이 코팅 자동차 및 항공기 연료 취급 등 공정에서 노
출된다.
(4) 주로 노출되는 공정
1) 취급사업장 : 용도의 취급 장소, 원재료 투입, 배합, 희석, 농축, 중화 공정, 세척 등의
공정

나. 임상적 물질정보
(1) 흡수 및 대사
∙ 흡수 : 주로 호흡기를 통해 흡수되며 약 20% 정도는 변화 되지 않은 채로 호기 중으
로 배출된다.
액체 상태나 가스 상태의 경우에는 피부로도 흡수된다. 사고 또는 고의적 이유로 경구
흡수도 가능한데, 625 ㎎/㎏의 톨루엔을 경구 섭취한 뒤 사망한 사례가 보고된 바 있
다.
∙ 대사 : 나머지 80%는 microsomal mixed function oxidase system에 의해 benzoyl
alcohol로 되고 alcohol dehydrogenase 및 aldehyde dehydrogenase system에 의
해 산화 대사를 거쳐서 안식향산이 되며 글리신과 결합하여 마뇨산 (hippuric acid)으
로 변환 된다.
∙ 배설 : 변환된 마뇨산은 소변 중으로 배설되며, 일부는 오르토-크레졸(o-cresol) 혹은
벤조일 글루크로나이드(benzoyl glucuronide) 등의 형태로 소변 중으로 배설된다. 이
때문에 톨루엔의 소변 중 대사산물 중 마뇨산이 주 노출지표로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
에는 오르토-크레졸(o-cresol)이 새로운 노출지표로 사용되기도 한다.
(2) 표적장기별 건강장해
1) 급성 건강영향
75 ~ 150 ppm농도에 7시간씩 3일간 노출된 대학생들의 경우 기억력 감퇴, 학습능력
감퇴, 인지 능력 감퇴 등의 소견을 보였다. 100 ppm농도에 6.5시간 노출되었던 집단은
피로감, 졸리움, 중독된 느낌 등을 호소하였다.
다량의 톨루엔은 중추신경계의 기능을 저하시키며, catecholamine의 부정맥유발 효과
에 대한 심근의 감수성을 증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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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성 건강영향
급성 효과 이외에도 만성적으로 노출된 사람에게 심근병, 저칼륨혈증, 신 세뇨관성 산
증, 신장병 등이 생긴다. 실험동물에서 저 농도 노출 시 기저핵의 도파민 기전의 장애를
일으킨다.
ⅰ. 신경계 : 톨루엔의 마취작용은 고농도에서 급속한 중추신경계 기능 저하와 혼수상태
를 일으킨다. 톨루엔을 포함한 공업용 생산품들에 포함되어 있는 방향족 불순물이 신경
독성을 가중시킬 수 있다.
- 100 ppm(통상적으로 사용되었던 산업장의 노출기준 농도)에 노출되었을 때의 증상은
공기가 나쁘다고 느끼거나 기분의 변화, 소음, 코와 하기도의 자극, 중독된 느낌 등이
다. 만성적으로 노출된 근로자에게서 노출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인지기능 검사에
낮은 점수를 받았다.
- 톨루엔 증기에 급성으로 노출되었을 때의 신경정신학적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는 소뇌
와 중추신경계 통합기능의 장애가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보고되었다.
- 말초신경계의 장애도 보고되었으나 이는 상업용 톨루엔에 들어 있는 노르말 헥산과
같은 불순물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 장기간 톨루엔을 남용하였을 때 신경정신학적 장애가 일어나지만 대부분의 경우 가역
적이다. 몇몇 장기 남용자에게서 기질적인 중추신경계 장애를 일으킨 바 있다.
ⅱ. 호흡기계 : 톨루엔은 초기에는 호흡기 자극제이다. 처음엔 기포내의 공기를 휘발된
탄화수소가 대체하고, 기관지 경련에 의해 환기-확산 기능장애(ventilation-perfusion
dysfunction)가 일어나고, 유리막을 생성하며, 지질로된 계면 활성제층이 녹아버린다.
결국 호흡성 대상부전이 일어나게 된다.
- 노출의 강도가 증가할수록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는 위장 내 물질을 폐로 흡인하여 화학성 폐렴을 일으킬 수 있다.
ⅲ. 심혈관계 : 톨루엔은 카테콜아민의 부정맥유발효과에 대한 심근 감수성의 역치를 낮
추는 것으로 생각된다.
- 휘발성 용제 남용자들이 심한 육체 활동 후에 급사하는 것은 치명적인 비 관류성 심
장 부정맥 때문으로 생각된다.
- 심한 중독에서는 중추신경계로 인한 저환기로 저산소증, 산증이 생겨 심장 부정맥이
생길 수 있다.
ⅳ. 조혈기계 : 톨루엔은 만성 벤젠 노출에서와 같은 혈액학적 영향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러나 공업용 톨루엔에 의한 혈액학적 장해는 불순물로서 포함되어 있는 벤젠에 의한
영향 때문으로 생각된다.
- 현대식 증류기술은 벤젠에 의한 오염을 방지할 수 있어, 이러한 문제는 많이 감소되었
다.
ⅴ. 피부 : 액체 톨루엔에 장기간 반복적으로 노출되었을 때 피부 건조와 지방 감소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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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탈지방성 피부염을 일으킨다.
ⅵ. 눈, 피부, 비강, 인두 : 톨루엔 증기에 의한 눈에 대한 자극은 농도 300 ppm부터 시
작되며 경미한 염증반응이다.
- 톨루엔이 직접 눈에 들어갔을 때는 타는 듯한 통증, 각막 손상, 각막상피의 박리를 일
으킨다.
ⅶ. 기타 : 만성적인 용제 남용자들에게서 대사성 산증, 저칼륨혈증, 혈뇨, 단백뇨, 원위
신 세뇨관성 산증, 세균뇨 등이 보고되었으나 이러한 영향은 가역적인 것으로 생각된
다.
- 마뇨산과 기타 톨루엔 대사에서 생기는 유기산 부산물의 축적은 톨루엔 남용 시 생기
는 음이온차가 증가하는 대사성 산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 소변 중 레티놀 결합 단백 농도의 증가와 톨루엔 노출이 양 반응관계에 있는 것으로
미루어 남용자들에게 있어 초기에 신세뇨관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 본드 흡입자에게서 간독성이 보고된바 있으나 만성적으로 노출된 근로자들에게서는
간독성이 관찰되지 않거나 아주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 만성 톨루엔 남용자들에게서 보여진바와 같이 톨루엔은 태아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 임신 중 고농도의 용제를 남용한 경우 태아는 자궁 내에서 만성적으로 노출되어 소두
증, 중추신경계 기능저하,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 성장지연, 두개안면과 사지의 이
상, 다양한 성장 결핍을 나타낸다.
- 모성의 신 세뇨관성 산증에 의한 심한 신생아 산증이 보고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결과는 알코올이나 다른 유기용제 노출과 혼돈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에 주위를 요한
다.
3) 발암성
IARC에서는 3(Unclassifiable as to Carcinogenicity in Humans), ACGIH에서는
A4, EPA에서는 D(Not Classifiable as to Human Carcinogenicity)

(3) 노출기준
1) 기중 노출기준
- 한국(고용노동부, 2013) TWA : 50 ppm (188 ㎎/㎥) STEL : 150 ppm (560 ㎎/㎥)
- 미국(TLV; ACGIH, 2011) TWA : 20 ppm STEL : - 기준 설정의 근거: 장기간에 걸처 나타날수 있는 청-황 시야, 유산 등을 방지하는 수준에서 설정
- 미국(PEL; OSHA, 2012) TWA : - STEL : - 미국(REL; NIOSH, 2012) TWA : 100 ppm (375 ㎎/㎥) STEL : 150 ppm (5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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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OEL, 2012) TWA : 50 ppm (192 ㎎/㎥) STEL : 100 ppm (384 ㎎/㎥)
- 독일(DFG, 2012) MAK : 50 ppm (190 ㎎/㎥) PL : II(4)
- 일본(OEL; JSOH, 2012) TWA : 50 ppm (188 ㎎/㎥) STEL : - 일본(ACL; 후생노동성, 2012) TWA : 20 ppm STEL : - 핀란드(사회보건부, 2011) TWA : 25 ppm (81 ㎎/㎥) STEL : 100 ppm (380 ㎎/㎥)
(4) 생물학적 모니터링
- 미국(BEI; ACGIH, 1999) : 노출 이후 정맥혈의 톨루엔 농도 : 0.02 ㎎/ℓ
- 노출 직후 채취한 소변 중 톨루엔 : 0.03 ㎎/ℓ
- 노출 직후 채취한 소변 중 오르토-크레졸 : 0.3 ㎎/ℓ
* 소변 중 마뇨산 측정 : 낮은 농도에서는 생체감시 효과가 적어 50 ppm 이상의 노출
에 적용되며, 향후 사용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 독일(BAT) : 노출 직후 채취한 정맥혈 중의 톨루엔 : 1.7 ㎎/ℓ
※ 추후 시행 가능한 건강영향조사를 대비하여 혈액 및 소변 튜브에 날짜, 채취시간, 이
름(연번) 표기하여 40~60mL 소변수집
==> -20℃에서 냉동보관(추후 건강영향조사시 수거예정)
(5) 참고문헌
1) ACGIH. Documentation of the TLV's and BEI's with Other World Wide
Occupational Exposure Values. Cincinnati. 2010.
2) Toxnet HSDB available: http://toxnet.nlm.nih.gov [cited 15 September 2012]
3) ATSDR Toxicological Profile. Available: http://www.atsdr.cdc.gov/ [cited 15
September 2012]
4) Fiedler N.L., Organic Solvents and Fuels. In: Rom WN (eds) Environmental
and Occupational Medicine. 4th ed. Lippincott-Raven Pub. Philadelphia. 2006.
p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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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요 문진항목
- 톨루엔 증기의 소량 흡인은
가벼운 두통, 현기증, 졸음, 또는 구토 등을 유발 할 수 있
다.
- 더 심각한 노출인 경우에는 졸림증, 말더듬, 불규칙 심장 박동, 실신 또는 사망의 원인
이 될 수 있다.
- 톨루엔 증기는 중증도의 피부, 눈, 폐 자극증상을 유발한다.
- 액체상태의 톨루엔에 피부 접촉이 있었다면, 자극 및 발진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 눈 부위 노출시 눈에 손상을 줄 수 있다.
- 일반적으로 톨루엔에 더 심하게 노출될수록 더 심한 증상이 나타난다.
▶ 피로, 두통, 현기증, 경련 또는 발작
▶ 기침, 호흡 곤란, 짧아진 호흡 또는 천명음(호흡시 "쌕쌕” 거리는 소리)
▶ 가슴 통증 또는 압박감
▶ 노출된 눈 부위의 통증 및 분비물 증가
▶ 피부화상 부위의 통증 및 피부 변화, 분비물 증가
▶ 발열

(1) 현재 주된 증상(주소)
1) 화학사고 이후 노출에 의해 발생한 증상
- 작성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현재의 주된 자각증상을 확인한다.
- 특유의 자각증상 없이 막연한 산발적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에도 설문지 작성외의 증상
들은 기술하고 필요시 추적 조사하여 확인한다.
- 임상적 진단에 있어 임상진찰이나 임상검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자각증상의 조사이
다.
(2) 직업력, 거주지
1) 작성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화학사고 이후 노출에 의해 발생한 증상과 관련이 있을 만
한 직업력 및 거주지에 관한 정보를 상세화한다.
- 현재 직업력 : 업체명, 직종, 작업형태, 기간, 취급물질 등 직접 종사 작업
- 현재 거주지 (현 거주지가 화학물질 노출지역인 경우 중요)
(3) 노출력 조사
※ 작성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화학사고 당시의 노출력에 대해 아래와 같이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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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출시 노출원과의 거리
2) 노출시간
3) 노출시 상황(야외 활동, 실내근무, 보호구 착용여부 등 직접노출, 간접노출 등에 관한
정보)
4) 대피여부 및 대피방법, 대피시 상황 등
5) 노출지역 주변의 식물(벼, 과수 등 농작물)의 고사 여부, 사업장 및 주택 등 건물 손상
여부
(4) 과거 병력조사
1) 작성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화학사고 이후 노출에 의해 발생한 증상과 관련이 있을만한
과거 병력에 관한 정보를 상세화한다.
2) 과거병력 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 일반 질병과 화학사고 이후 노출에 의해 발생한 증상과 관련 질환의 가능성이 높은 질
병으로 나누어 치료력이 있는 질병 및 외상에 관하여 조사한다.
(5) 현병력 및 생활습관 조사
- 현재의 이환상황 및 현재의 치료질병에 관하여 확인한다.
- 화학물질 노출 이후 발현 증상과 관련이 있는 질병에 관해서 조사한다.
1) 현 병명
2) 치료방법
3) 시기 : 치료개시시기
4) 생활습관 : 흡연력, 음주력 등

라. 이학적 검사항목
※ 눈·비강·인후두, 중추신경계 증상 및 피부에 유의하여 진찰
※ 톨루엔에 노출이 의심된 모든 환자는 24시간 경과 후 호흡기, 중추신경계, 피부, 눈,
간, 신장의 손상 등에 대해 추적관찰 하여야 한다.
※ 과거 질병력에 대한 확인 필요
· 중추신경장해 · 만성 간질환 ·만성 신질환
· 말초신경장해 · 알코올 중독
※ 임상 진찰시, 중추신경계 장해, 간 장해, 피부장해, 호흡기장해, 심장장해, 신장장해급
성 안과적 장해, 혹은 기관지염, 기도폐쇄성 질환, 천식, 등의 발생에 주의하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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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신상태
- 활력징후 체온, 맥박, 호흡수, 혈압, 신장과 체중
- 체중변화, 권태감, 피로감, 발열, 오한, 발한, 식욕부진, 불면 등
- 정신상태 : 불안, 불면, 의식상태, 감정, 주의력, 기억력 등
(2) 호흡기계, 심혈관계
1) 폐음 확인
- 기침, 가래, 호흡곤란, 객혈, 흉통, 천명음 등 호흡기계 손상여부 확인 중요함
- 호흡음, 호기의 연장, 습성 라음, 건성 라음, 기침후의 라음(posttussive rales),
마찰음(friction rub), 천명, 흉성(pectoriloquy), 기관지성(bronchophony)
2) 심음 확인
- 부정맥, 심계항진, 청색증 등 심장이상 소견 확인
(3) 정신 신경계
- 초조, 불안, 우울, 불면, 조증 등
- 두통, 현기증, 외상, 동통, 강직(stiffness), 종창
- 성격 혹은 정신상태의 변화, 기억력 저하, 지각장애, 감각장애, 보행장애, 근력저하 혹은
마비, 운동실조 등
- 행동 : 행동과잉, 무의지증, 실행증(apraxia)
- 구음장애(dysarthria), 발성장애(dysphonia), 실어증(aphasia)
- 신경근성 분포의 동통, 이상감각 및 근력저하, 양측성 원위부 감각장애
(4) 이비인후과계
- 인후두 점막 자극증상 및 소견 기술 (특히 후두부 발적소견)
- 구강 : 구취, 잇몸출혈, 구강점막의 병변, 타액분비항진, 구내건조감, 혀의 동통,
지각이상, 미각장애, 설태, 궤양, 색소침착, 점막진(enanthem)
- 성대 : 쉰목소리, 발성장애
- 귀 : 청력장애(난청), 이명, 현훈, 분비물(이루), 이통
- 코 : 분비물, 비출혈, 비폐색, 궤양, 후각 장애
(5) 안과적 소견
- 시력장애, 복시, 암점, 안구작열감, 눈물, 동통, 건조, 발적, 창백, 충혈,
점상출혈(petechiae), 각막혼탁, 반흔, 궤양 등 각막손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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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피부과적 소견
- 색조의 변화, 성상(긴장도, 습윤도, 경도), 피부발열, 부종, 발진, 반점, 혈관확장,
수장홍반, 출혈, 발한(sweating), 피부홍조(flushing), 피부퇴색(blanching)
- 피부 통증, 발진, 수포, 가려움증, 모발 및 손톱의 변화색조, 손톱의 변형, 황달

마. 임상검사 항목
(1) 혈액 및 소변검사
1) CBC c Diff
2) Electrolyte Panel (5종 Na, K, Cl, P, Ca)
3) RFT (BUN/Cr), UA (10종), Serum lactate
4) LFT ( AST/ALT, Total bilirubin, direct bilirubin, indirect bilirubin)
알카리포스파타제, 알파피토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표면항체
5) Glucose, T.CHO, LDL, HDL, TG
6) 면역글로불린정량(IgE)
7)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 소변 중 마뇨산(노출 직후 채취)
- 소변 튜브에 날짜, 채취시간, 이름(연번) 표기하여 40~60mL 소변수집
==> -20℃에서 냉동보관(추후 건강영향조사시 수거예정)
(2) 호흡기 및 심혈관계 검사
1) Chest PA/Lat
2) EKG
3) 선택검사 항목
==> 대사성 산증을 보이거나 메탄올 중독이 의심될 경우 : 메탄올 농도, osmolar gap
과 동맥혈 가스검사를 시행
==> 호흡기 증상 호소 시 : PFT, HRCT, Pulse Oximetry, ABGA, CoHb
==> 가슴 갑갑함, 심실성 부정맥, 저혈압 등 심장관련 증상 호소시 : 24시간 ECG,
Cardiac Marker
==> 간기능 검사 이상시 : C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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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응급처치 지침
(1) 가능한 빨리 피부에 접촉된 톨루엔을 제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톨루엔은 증기 형태로 흡입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노출이지만, 액체 상태로 피부 흡수나
경구 섭취에 의한 전신증상이 있을 수 있다.)
(소아의 경우 손을 입안으로 넣는 행동이 흔하므로 구강안 검사를 반드시 한다.)
(2) 톨루엔에 오염된 환자의 옷이나 개인 소지품은 신속히 제거하고, 차가운 흐르는 물로
노출된 피부와 체모 부위를 최소 5분 이상 충분히 세척한다.
(샤워 기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어린이나 노인의 경우 차가운 물로 오염물질 제거시
저체온증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히 담요나 워머를 사용한다.)
(3) 눈 부위 노출 시, 생리 식염수로 적어도 15분 이상 통증이 완화될 때까지 충분히 씻어
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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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할 수 있
고, 눈꺼풀 아래의 적절한 세척을 위해 안검 견인기를 사용할 수 있다.)
(4) 충분히 오염제거가 된 후에는 ABC의 평가와 조치를 한다.
⟹ 기도를 확보하고 호흡, 순환상태를 평가한다.
⟹ 중증 환자에서는 우선 정맥로를 확보하고 심장리듬 모니터를 시행한다.
⟹ 톨루엔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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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해야 한다. 기관
삽관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수술적인 기도확보를 시행해야한다.)
(5) 혼수, 저혈압, 경련, 심실성 부정맥을 보이는 환자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치료해야한다.
⟹ 톨루엔은 해독제가 없다.
⇒ 중증 환자에서는 우선 정맥로를 확보하고 심장리듬 모니터를 시행한다.
⇒ sympathomimetics 나 catecholamines은 심실세동 유발의 위험이 있어 사용하지 않
는다.
⇒ 잘 교정되지 않거나 지속되는 부정맥은 lidocaine 보다 Beta-blockers가 더 효과적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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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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 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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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동안 주기적으로 검사
하며 관찰해야 한다.)
(7) 노출된 모든 환자에서 CBC, glucose, 혈청 전해질, 신장 기능, 간 기능 검사 등을 포
함한 혈액 검사와 심전도 모니터링을 시행한다.
⇒ 호흡기계에 노출된 환자는 흉부방사선 검사와 맥박 산소 포화도 측정을 한다.
⇒ 혈청 톨루엔 농도 및 요 중 마뇨산(Hippuric acid) 농도는 임상적으로 유용하지 않다.
※ 톨루엔은 3시간 가량의 생물학적 반감기를 거쳐 분해 생성물인 마뇨산(Hippuric acid)
으로 소변에서 측정될 수 있다. 요 중 마뇨산(Hippuric acid)의 농도는 전신증상과 상
관관계가 없어 임상적으로 유용하지 않지만, 발현 증상의 원인 및 확진에 활용할 수 있
다.
(ACGIH 허용기준 : 혈청 톨루엔 0.05 mg/L 이하, 요 중 마뇨산(Hippuric acid)
0.5mg/L 이하 )
(8) 톨루엔에 노출된 환자는 혈청 칼륨, 칼슘 농도의 혈청 전해질을 주의깊게 모니터링 하
며 저칼륨혈증 또는 저칼슘혈증을 교정해야 한다.
⇒ 톨루엔에 대한 해독제는 없으며, 혈액 투석 및 혈액 관류는 효과가 적다.
⇒ 혈중으로 흡수된 톨루엔에 의해 저칼륨혈증 또는 저칼슘혈증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심실세동 및 부정맥 등이 발생할 수 있다.
⇒ 저칼륨혈증 또는 저칼슘혈증을 교정하기 전에는 중탄산염나트륨(sodium bicarbonate)
치료를 하지 않는다.
(9) 톨루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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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g/kg (보통 성인은 60-90 g, 소아는 25-50 g) 투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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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도움이 될 수 있다.
⇒ 소아인 경우 캔 음료수와 빨대를 활용하면 활성탄(activated charcoal) 투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10) 대량 섭취한 경우에는 섭취 후 30분 이내에 환자의 상태가 평가되면 위세척과 소화기
계의 부식성 손상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내시경시행을 고려한다.
⇒ 위관을 삽입할 경우에는 화학 손상을 입은 식도와 위에 추가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
로 주의한다. 극심한 목 부위의 부종이 있는 경우 기관삽관 또는 윤상 갑상절개술이 필
요 할 수 있다.
(소아는 부식성 물질을 대량 섭취하지 못하고 비위관 삽관은 천공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내시경을 이용한 비위관 삽관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세척을 시행하면 안 된다.)
(독성 구토물 또는 위세정액은 세척 튜브를 벽 흡인기 또는 밀폐 용기에 연결하여 격
리 되도록 해야 한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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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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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피부 노출시 일반 화상 환자에 준하여 처치를 실시한다.
(13) 심한 흡입 노출에 의한 호흡곤란 증상이 있거나, 섭취에 의한 중추신경계 저하 증상이
있는 경우 입원치료를 고려해야 한다.
⇒ 입원환자는 신부전, 뇌손상, 부정맥 등의 징후를 잘 관찰하여야 한다.
⇒ 많은 양을 섭취한 경우 흡인성 폐렴 또는 급성 관 괴사성 신부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관찰해야 한다.
⇒ 심한 흡입 노출시 또한 지연성 폐부종 등에 의한 호흡곤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환
자실에 입원하여 관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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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톨루엔 환자 후속지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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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톨루엔 중독 환자 일반 처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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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의 증상은 기존의 방식으로 치료한다.

< 주의 >
⇒ sympathomimetics 나 catecholamines은 심실세동 유발의 위험이 있어 사용하지 않
는다.
⇒ 잘 교정되지 않거나 지속되는 부정맥은 idocaine 보다 Beta-blockers가 더 효과적 일
수 있다.

< 참고 >
⇒ 혈청 톨루엔 농도 및 요중 마뇨산(Hippuric acid) 농도는 임상적으로 유용하지 않다.
※ 톨루엔은 3시간 가량의 생물학적 반감기를 거쳐 분해 생성물인 마뇨산(Hippuric acid)
으로 소변에서 측정될 수 있지만, 전신증상과 상관관계가 없어 임상적으로 유용하지 않
다.
※ 그러나 발현 증상의 원인 및 확진 등에 활용할 수 있다.
(ACGIH 허용기준 : 혈청 톨루엔 0.05 mg/L 이하, 요 중 마뇨산(Hippuric acid)
0.5mg/L 이하 )
(5) 톨루엔은 해독제가 없다.
(6) 톨루엔에 노출된 환자는 혈정 칼륨, 칼슘 농도의 혈청 전해질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 하
며 저칼륨혈증 또는 저칼슘혈증을 교정해야 한다.
⇒ 톨루엔에 대한 해독제는 없으며, 혈액 투석 및 혈액 관류는 효과가 적다.
⇒ 혈중으로 흡수된 톨루엔에 의해 저칼륨혈증 또는 저칼슘혈증이 발생 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심실세동 및 부정맥 등이 발생 할 수 있다.
⇒ 저칼륨혈증 또는 저칼슘혈증 발현시 이를 교정하기 전에는 중탄산염나트륨(sod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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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carbonate) 치료를 하지 않는다.
(7) 기타 처치는 일반 화상환자에 준하여 실시한다.
(8) 심한 흡입 노출에 의한 호흡곤란 증상이 있거나, 섭취에 의한 중추신경계 저하 증상이
있는 경우 입원치료를 고려해야 한다.
⇒ 입원환자는 신부전, 뇌손상, 부정맥 등의 징후를 잘 관찰하여야 한다.
⇒ 많은 양을 섭취한 경우 흡인성 폐렴 또는 급성 관 괴사성 신부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관찰해야 한다.
⇒ 심한 흡입 노출시 또한 지연성 폐부종 등에 의한 호흡곤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환
자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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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톨루엔 환자정보 시트 참조)

[ 호흡기 노출 환자의 처치 ]
(1) 톨루엔 가스를 대량으로 흡입한 경우 반복 흉부방사선 검사, 맥박 산소 측정 또는 동맥
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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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동안 주기적으로 검사
하며 관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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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기 노출 환자(음독) 처치 ]
(1) 톨루엔을 섭취한 경우 구토를 유발하지 않는다.
(2) 대량 섭취한 경우에는 섭취 후 30분 이내에 환자의 상태가 평가되면 위세척과 소화기
계의 부식성 손상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내시경시행을 고려한다.
⇒ 위관을 삽입할 경우에는 화학 손상을 입은 식도와 위에 추가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
로 주의한다. 극심한 목 부위의 부종이 있는 경우 기관삽관 또는 윤상 갑상절개술이 필
요 할 수 있다.
(소아는 부식성 물질을 대량 섭취하지 못하고 비위관 삽관은 천공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내시경을 이용한 비위관 삽관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세척을 시행하면 안 된다.)
(독성 구토물 또는 위세정액은 세척 튜브를 벽 흡인기 또는 밀폐 용기에 연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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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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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다)
(4) 톨루엔을 섭취한 경우 활성탄(activated charcoal) 투여의 효과는 제한적이나 일부 효
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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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여하
면 도움이 될 수 있다.
⇒ 소아인 경우 소다수와 빨대를 활용하면 활성탄(activated charcoal) 투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눈 노출 환자의 처치 ]
(1) NS로 15분 이상의 충분한 시간으로 irrig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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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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상급기관 전원 지침
(1) 임상진찰 결과 심각한 수준으로 노출되었거나, 간 장해, 피부장해, 호흡기장해, 심장장
해, 중추신경계장해, 신장장해, 안장해 등이 있는 환자는 상급기관으로 전원의뢰 한다.
(2) 음독했거나 피부나 눈, 인후두 부위에 직접 과량의 톨루엔에 접촉한 병력이 있는 환자
는 상급기관으로 전원의뢰 한다.
==> 지연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외래에서 최소 4시간에서 6시간 이상 경과 관찰을 해
야 한다.
==> 지연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모든 환자는 24시간 이내에 증상에 관한 문진 및 흉부
방사선 검사, 심전도 검사, 소변, 혈액 검사를 재차 받아야 하며 각막 손상 환자들은
24시간이내에 안과 외래 재진을 받아야 한다.
(3) 상급기관 전원 사유
==> 톨루엔 노출에 의한 화상, 폐손상, 중추신경계 손상, 부정맥, 심실세동, 신부전, 혈청
전해질 이상 등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위해서이다.

아. 외래진료 및 추적관찰 지침
(1) 노출이 의심되어 의료기관을 방문한 모든 환자는 노출평가 설문조사와 기본적인 문진,
이학적 검사, 임상적 검사를 시행한다.
(2) 짧은 시간의 호흡기 노출이고 무증상인 환자인 경우, 1시간 이상 증상 발현 여부 관찰
후 증상이 없으면 연락처를 남기고, 환자용 물질정보 시트와 증상 발현시를 대비한 의
학적 후속조치 안내 지침서를 받아서 귀가 할 수 있다.
(3) 노출 후에 최소 4시간에서 6시간 동안 무증상인 환자들 또한 환자용 물질정보 시트와
추후 증상 발현시를 대비한 의학적 후속조치에 관한 지침서를 받고 귀가하도록 한다.
(4) 노출이 의심되어 진료를 받은 모든 환자들은 반드시 24시간 후 다시 진료하고 자각증
상에 관해 문진 및 혈액, 소변검사, 흉부방사선 추적검사 등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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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4시간 지연되어서 발현되는 증상이 있다면 필요에 따라 추가적 검사와 추적 흉부방사
선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6) 대부분의 화학물질 노출에 따른 지연 증상은 48시간 이내에 발현된다.
(7) 48시간 경과 이후에도 추가적인 발현 증상이 없다면, 이후부터는 대증적 치료를 시행한다.

자. 건강영향조사를 위한 참고사항
(1) 설문조사 및 외래진료 결과, 진료 의료인은 화학사고 노출과의 관련성에 대해 (관련있음
/관련없음) 등으로 판정하여 의견을 기술한다.
※ “관련 있음”으로 판정된 환자는 별도의 명단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2)

추후 시행

가능한

건강영향조사를 대비하여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용

소변을

40~60mL정도 수집하여 튜브에 날짜, 채취시간, 이름(연번) 표기하고 -20℃에서 냉동
보관한다.

(추후 건강영향조사단에서 수거 또는 폐기 안내예정)

(3) 건강영향조사단의 특별한 지시가 없을 경우에는 소변 시료만 채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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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환자용 물질정보 시트
※ 이 유인물은 톨루엔 증기 또는 톨루엔 용액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 및 후속조
치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1. 톨루엔은 무엇입니까?
톨루엔은 달콤한 냄새가 나는 무색의 투명한 액체이며, 가연성의 액체로 원유에서 얻어
지고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사용됩니다. 페인트, 신나 및 접착제 등의 제조에 일반적으
로 사용되는 용매이고, 가솔린에도 소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2. 톨루엔 노출에 의해 즉시 발생될 수 있는 건강상의 영향은 무엇입니까?
톨루엔 증기의 소량 흡인은
가벼운 두통, 현기증, 졸음, 또는 구토 등을 유발 할 수 있습
니다. 더 심각한 노출인 경우에는 졸림증, 말더듬, 불규칙 심장 박동, 실신 또는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톨루엔 증기는 중증도의 피부, 눈, 폐 자극증상을 유발합니다. 액
체상태의 톨루엔에 피부 접촉이 있었다면, 자극 및 발진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눈
부위 노출시 눈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더 심한 노출일수록 더 심한 손상
을 유발합니다.

3. 톨루엔 노출에 의한 증상은 치료 될 수 있습니까?
톨루엔은 해독제가 없지만, 효과적으로 치료를 받았던 대다수의 노출자들은 치료 후 경
과가 좋았습니다. 심한 증상이 나타나는 환자는 입원치료가 필요합니다.

4. 향후 장기간 건강상의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단일 소량 노출에 의해 발생한 증상이 빠르게 회복된 사람들은 증상이 지연되어 발생하
거나 장기간 인체에 영향을 일으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톨루엔에 비교적 심하게 노
출된 경우에는 몇 일 동안 증상이 없다가 지연되어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톨루엔의 반복적인 노출은 뇌, 근육, 심장, 신장에 영
구적인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5. 톨루엔에 노출된 사람에게 어떤 검사를 할 수 있습니까?
톨루엔에 노출 시 혈액이나 소변 내 톨루엔의 존재에 대한 검사는 일반적으로 의사에게
유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톨루엔 농도가 높은 경우, 톨루엔의 분해 생산물인 마뇨산
(Hippuric acid)을 소변에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노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혈액
검사, 소변검사 등이 뇌, 심장 또는 신장의 손상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
니다. 모든 노출환자에서 검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6. 톨루엔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보시스템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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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환자용 후속지침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고, 다음 진료예약 확인 및 표기된 지침을 따르십시오.
24시간 이내에 특이증상 또는 징후가 발현되는 경우 응급실 또는 예약의사에게 전화문의
바랍니다.

※ 특히 아래의 증상인 경우 :
▶ 피로, 두통, 현기증, 경련 또는 발작
▶ 기침, 호흡 곤란, 짧아진 호흡 또는 천명음(호흡시 "쌕쌕” 거리는 소리)
▶ 가슴 통증 또는 압박감
▶ 노출된 눈 부위의 통증 및 분비물 증가
▶ 피부화상 부위의 통증 및 피부 변화, 분비물 증가
▶ 발열
[ ] 위에 기술된 증상이 발현되지 않는다면 추후 진료예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 필요시 전화문의 약속, 예약 의사 :
☞ 의사에게 전화문의 시 (

전화번호 :
)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

) 일 재진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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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급실 / 클리닉, (

)월/(

)일, AM/P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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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일 동안은 업무에 복귀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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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어도 72시간 이상 담배연기에 노출되어서는 안됩니다; 담배연기가 폐의 상태를 악화
시킬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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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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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의사 서명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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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3-부타디엔
가. 화학물질 정보
(1) 동의어
1,3-부타디엔(1,3-butadiene), 바이비닐(bivinyl), 바이에틸렌(biethylene),
피롤일렌(pyrrolylene), 비닐에틸렌(vinylethylene), 디비닐(divinyl),
부타-1,3-디엔(buta-1,3-diene), 알파, 감마-부타디엔(alpha,ga㎜abutadiene),
에리트렌(erythrene), 메틸알렌(methylallene), 부타디엔(butadiene)
(2) 물리·화학적 성질
∙ C A S No : 106-99-0․ 분자식 및 구조식 C4H6
∙ 모양 및 냄새 :
무색의 가스로 약간 방향족 냄새가 난다. 냄새역치 1~1.6 ppm(recognition)
∙ 분 자 량 : 54.09․ 비 중 0.65 (-6℃)
∙ 녹 는 점 : -108.9℃․ 끓 는 점 -4.5℃
∙ 증 기 밀 도 : 1.87․ 증 기 압 2110 ㎜Hg (25℃)
∙ 인 화 점 : -104.4℃․ 폭 발 한 계 공기 중 2.0~11.5% (vol %)
∙ 전 환 계 수 : 1ppm = 2.21 ㎎/㎥

1㎎/㎥ = 0.45 ppm (25℃, 760 ㎜Hg)

∙ 용 해 도 : 거의 물에 녹지 않으며, 알코올, 에테르, 벤젠, 아세톤에 녹는다
∙ 기 타
매우 인화성이 강하고, 과산화물을 형성하므로 공기 중에서 폭발 가능성이 있다. 강한
산화제와 접촉하면 불이 나고 폭발하며, 동 및 동의 합금과 접촉하면 폭발성 동 화합물을
형성한다. 연소 시 일산화탄소와 탄산가스 같은 유독가스가 발생한다.
(3) 발생원 및 용도
부티렌(Butylene)에서 생산되거나 경유(light oil)나 나프타(naphtha)의 촉매 열분해
(catalytic cracking)로 만든다. 합성 고무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단량체이다. 합성고무
(SBR, NBR 등)의 원료, ABS 수지, 나일론의 원료로 사용된다.
(4) 주로 노출되는 공정
- 취급사업장 : 1,3-부타디엔 제조, 합성고무(SBR, BR) 또는 합성수지(ABS) 제조공정, 정
유업 등에서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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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취급공정 : 1,3-부타디엔 제조, 합성고무 또는 합성수지 제조공정, 정유업에서 에틸
렌 제조공정, 타이어 제조 시 고무혼합물의 혼합, 압연, 압출, 성형, 가류, 마감 등의 공
정 등

나. 임상적 물질정보
(1) 흡수 및 대사
∙ 흡수 : 주로 흡입과 피부를 통해 직업적으로 노출된다. 공기 중 130,000 ppm에 2시간
노출된 랫트에서 perirenal fat (152 ㎎%)의 농도가 가장 높았고, 간, 뇌, 비장, 신장에
서 비교적 (36~51 ㎎%) 낮았다.
∙ 대사 : 부타디엔은 반응성 있는 대사체인 butadiene epoxide, diepoxide로 변환되고,
다시 3-butene-1,2-diol 과 3,4-epoxy-1,2-butanediol이 되었다가 최종적으로 산화
되어 이산화탄소가 된다. 대사과정 중에 발생하는 epoxide는 유전독성, 발암성과 관련
이 있다
∙ 배설 : 쥐에서 주로 소변, 호기 중 공기로 제거된다.
∙ 반감기 : 쥐에서 반감기는 2~10 시간이다.
(2) 표적장기별 건강장해
1) 급성 건강영향
눈과 점막을 자극한다. 아주 고농도에서는 동물이 마취되며 사람에서도 같은 작용이 나
타날 수 있다. 8000 ppm에 8시간 노출 시 시야 장애, 눈·점막·상기도 자극 증상이 나타
난다. 액체가 피부에 닿으면 냉동 화상을 입는다.
2) 만성 건강영향
ⅰ. 발생독성
- 임신한 랫트를 200, 1000, 8000 ppm에 임신 6일부터 15일까지 하루 6시간 노출하
면, 1000, 8000 ppm 노출군에서 체중 증가가 현저하게 억제되었다. 8000 ppm 노
출군에서 착상 후 사망률이 증가하였고, 태아 무게와 길이가 감소하였다. 모든 군에
서 minor defects가 증가하였다
3) 발암성
만성적으로 Sprague-Dawley 랫트를 대상으로 1000, 8000 ppm 농도에 하루 6시간,
주 5일, 총 2년간 노출시킨 결과 uterine sarcoma, pancreatic exocrine adenoma
(males at 8000ppm), mammary glandadenomas & carcinomas (females), Leyd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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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l tumor(male), thyroid follicular cell adenomas(females at 8000ppm), Zymbal
gland tumors 발생이 증가하였다. 마우스를 6.25, 20, 62.5, 200, 6250 ppm에 하루 6
시간, 주 5일씩 2년간 노출하면, 625 ppm에서 림프성 백혈병으로 인한 사망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200 ppm 이하에서 심장, 폐, forestomach, Harderian gland, 유선, 난소,
간에서 신생물이 발생하였다. 1,3-butadiene 노출 근로자 코호트에서 림프 및 조혈기계
사망 증가를 보였고(non significant), 생산 부서에서 조혈기계 암 발생 증가를 보였다
(non significant). Nested case control study 에서는 부타디엔에 노출된 근로자에서
백혈병의 비차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일반인구집단에 비해 암을 포함한 여러 질환에
대한 표준사망화비는 모두 유의하게 낮았으나, 예외적으로 림프 및 혈액 조혈기계 암의
표준사망화비는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lymphosarcoma, reticulosarcoma 증가).
(IARC : 1(조혈기계), ACGIH : A2)
(3) 노출기준
1) 기중 노출기준
- 한국(고용노동부, 2013) TWA : 2.0 ppm(4.4 ㎎/㎥) STEL:10.0 ppm(22 ㎎/㎥)
- 미국(TLV; ACGIH, 2011) TWA : 2.0 ppm(4.4 ㎎/㎥) STEL : 기준설정의 근거 : 발암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정함.
(4) 생물학적 모니터링
1) 소변이나 호기에 존재하는 1,3-부타디엔 부산물을 검출할 수 있으나 노출 직후에서만
검출이 가능하고, 임상적 치료 결정 및 치료 경과 관찰 등을 위해 사용하는 데는 유용
하지 않다.
2) 급성 1,3-부타디엔 독성의 진단은 주로 임상적 판단 (코점막, 눈, 입, 기도 자극 증상으
로 인한 인후통, 콧물, 시력저하, 기침 등 증상, 피부, 눈 직접 접촉시 동상) 하에 내려
진다.
(5) 참고문헌
1) Kirk RA, Othmer DF. Butadiene. In: Encyclopedia of chemical technology, 3rd
ed., Vol. 4, pp. 313-337. Wiley-Interscience, New York (1978).
2) HSDB Available : http://www.toxnet.nlm.nih.gov.
3) USEPA; Health Assessment Document: 1,3-Butadiene p.29 (1985)
EPA-600/8-85-004A
4) IARC. Monographs on the Evaluation of the Carcinogenic Risk of Chemicals
to Man. Vol 100F (2012). Areview of human carcinogens: chemical agents
and related occupations: 1,3-butadiene. pp.1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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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Bond JA, Dahl AR, Henderson RF et al. Species differences in the distribution
of inhaled butadiene in tissues. Am Ind Hyg Assoc J1987;48(10):867-72.
6) Hazleton Laboratories Europe Ltd.: 1,3-butadiene inhalation teratology study
in the rat. Europe report 2788-522/3. 1981
7) Owen PE, Glaister JR. Inhalation toxicity and carcinogenicity of 1,3-butadiene
in Sprague Dawley rats.Environ Health Perspect 1990;86:19-25.
8) USNTP: Toxicology and carcinogenesis studies of 1,3-butadiene in B6C3F1
mice (inhalation studies).technical report series No. 288; DHHS(NIH) Pub. No.
84-2544. NTP, Research Triangle Park, NC. 1984.
9) Lemen RA, Meinhardt TJ, Crandall MS et al. Environmental epidemiologic
investigations in the styrene-butadiene rubber production industry. Environ
Health Perspect 1990;86:103-6.
10) Matanoski GM, Santos-Burgoa C, Schwartz L. Mortality of a cohort of
workers in the styrene-butadiene polymer manufacturing industry 1943-1982.
Environ Health Perspect 1990:86:107-17.
11) Divine BJ. An update on mortality among workers at a 1,3-butadiene
facilitiy-preliminary results. Environ Health Perspect 1990;86:119-28.

다. 주요 문진항목
- 1,3-부타디엔 기체 노출시 인후통, 콧물, 시력저하, 기침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1,3-부타디엔 압축가스나 액체가 피부에 닿으면 동상이 생길 수 있다.
- 고농도 노출시 두통, 구역, 구토, 기면, 어지러움, 혼수 및 사망까지도 유발 가능하다.
※ 일반적으로 심각하게 노출될수록 증상도 심하다.
▶ 호흡 곤란, 짧아진 호흡
▶ 가슴 통증 또는 압박감 , 천명음(호흡시 “쌕쌕” 거리는 소리)
▶ 손상 피부 감염, 발적, 통증 농성 분비물
▶ 노출된 눈 부위에서의 통증 및 분비물 증가

(1) 현재 주된 증상(주소)
1) 화학사고 이후 노출에 의해 발생한 증상
- 작성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현재의 주된 자각증상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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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유의 자각증상 없이 막연한 산발적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에도 설문지 작성외의 증상
들은 기술하고 필요시 추적 조사하여 확인한다.
- 임상적 진단에 있어 임상진찰이나 임상검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자각증상의 조사이
다.
(2) 직업력, 거주지
1) 작성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화학사고 이후 노출에 의해 발생한 증상과 관련이 있을 만
한 직업력 및 거주지에 관한 정보를 상세화한다.
- 현재 직업력 : 업체명, 직종, 작업형태, 기간, 취급물질 등 직접 종사 작업
- 현재 거주지 (현 거주지가 화학물질 노출지역인 경우 중요)
(3) 노출력 조사
※ 작성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화학사고 당시의 노출력에 대해 아래와 같이 확인한다.
1) 노출시 노출원과의 거리
2) 노출시간
3) 노출시 상황(야외 활동, 실내근무, 보호구 착용여부 등 직접노출, 간접노출 등에 관한
정보)
4) 대피여부 및 대피방법, 대피시 상황 등
5) 노출지역 주변의 식물(벼, 과수 등 농작물)의 고사 여부, 사업장 및 주택 등 건물 손상
여부
(4) 과거 병력조사
1) 작성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화학사고 이후 노출에 의해 발생한 증상과 관련이 있을만한
과거 병력에 관한 정보를 상세화한다.
2) 과거병력 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 일반 질병과 화학사고 이후 노출에 의해 발생한 증상과 관련 질환의 가능성이 높은 질
병으로 나누어 치료력이 있는 질병 및 외상에 관하여 조사한다.
(5) 현병력 및 생활습관 조사
- 현재의 이환상황 및 현재의 치료질병에 관하여 확인한다.
- 화학물질 노출 이후 발현 증상과 관련이 있는 질병에 관해서 조사한다.
1) 현 병명
2) 치료방법
3) 시기 : 치료개시시기
4) 생활습관 : 흡연력, 음주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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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이학적 검사항목
※ 피부·안구·호흡기에 유의하여 진찰
※ 노출 피부 부위 동상, 안구 및 상기도 자극 증상, 두통, 구토, 어지러움 등에 유의하여
진찰
(1) 전신상태
- 활력징후 체온, 맥박, 호흡수, 혈압, 신장과 체중
- 체중변화, 권태감, 피로감, 발열, 오한, 발한, 식욕부진, 불면 등
- 정신상태 : 불안, 불면, 의식상태, 감정, 주의력, 기억력 등
(2) 심혈관계, 호흡기계
1) 심음 및 폐음 확인
- 기침, 가래, 호흡곤란, 객혈, 흉통, 천명, 청색증, 심계항진 등
- 호흡음, 호기의 연장, 습성 라음, 건성 라음, 기침후의 라음(posttussive rales),
마찰음(friction rub), 천명, 흉성(pectoriloquy), 기관지성(bronchophony)
(3) 정신 신경계
- 초조, 불안, 우울, 불면, 조증 등
- 두통, 현기증, 외상, 동통, 강직(stiffness), 종창
- 성격 혹은 정신상태의 변화, 기억력 저하, 지각장애, 감각장애, 보행장애, 근력저하 혹은
마비, 운동실조 등
- 행동 : 행동과잉, 무의지증, 실행증(apraxia)
- 구음장애(dysarthria), 발성장애(dysphonia), 실어증(aphasia)
- 신경근성 분포의 동통, 이상감각 및 근력저하, 양측성 원위부 감각장애
(4) 이비인후과계
- 인후두 점막 자극증상 및 소견 기술 (특히 후두부 중격 발적소견)
- 구강 : 구취, 잇몸출혈, 구강점막의 병변, 타액분비항진, 구내 건조감, 혀의 동통, 지각
이상, 미각장애, 설태, 궤양, 색소침착, 점막진(enanthem)
- 성대 : 쉰 목소리, 발성장애
- 귀 : 청력장애(난청), 이명, 현훈, 분비물(이루), 이통
- 코 : 분비물, 비출혈, 비폐색, 궤양, 후각 장애
(5) 안과적 소견
- 시력장애, 복시, 암점, 안구작열감, 눈물, 동통, 건조, 발적, 창백, 충혈, 점상출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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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echiae), 각막혼탁, 반흔, 궤양 등 각막손상 여부
(6) 피부과적 소견
- 색조의 변화, 성상(긴장도, 습윤도, 경도), 피부발열, 부종, 발진, 반점, 혈관확장, 수장홍
반, 출혈, 발한(sweating), 피부홍조(flushing), 피부퇴색(blanching)
- 피부 통증, 발진, 수포, 가려움증, 모발 및 손톱의 색조변화, 손톱의 변형, 황달

마. 임상검사 항목
(1) 혈액 및 소변검사
1) CBC c Diff
2) Electrolyte Panel (5종 Na, K, Cl, P, Ca)
3) RFT (BUN/Cr), UA
4) LFT (AST/ALT, Total bilirubin, direct bilirubin, indirect bilirubin)
5) Glucose, serum lactate
6) 소변 튜브에 날짜, 채취시간, 이름(년번) 표기하여 40~60mL 소변수집
==> -20℃에서 냉동보관(추후 건강영향조사 시 수거예정)
(2) 호흡기 및 심혈관계 검사
1) Chest PA/Lat
2) EKG
3) 선택검사 항목
==> 호흡기 증상 호소 시 : PFT, HRCT, Pulse Oximetry, ABGA, CoHb
==> 가슴 갑갑함 등 심장관련 증상 호소시 : Cardiac Marker

바. 응급처치 지침
(1) 대응 의료진들은 화학물질 개인보호구(예 : Tyvek또는 Saranex 등) 또는 부틸 고무 재
질의 앞치마, 여러 겹의 라텍스 장갑, 눈 보호 장비 등을 착용한다. (부타디엔 가스에
노출된 환자는 처치자에게 이차적으로 오염시킬 가능성이 낮으나 피부나 의복이 액체
부타디엔에 다량 오염이 된 경우 증발 가스에 의한 이차적 오염을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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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염된 옷가지와 개인 소유물을 각각 다른 봉투에 보관하고 가능한 빨리 제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오염된 옷과 개인 소지품들을 몸에서 제거하여 환기가 잘되는 원외에
둔다. (추가 폭발이나 화재의 가능성이 있음)
(3) 소아 환자나 노인 환자의 제염 시에는 저체온증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제염을 시행
해야 한다. 가능하면 워머나 담요를 사용한다.
(4) 동상을 입은 피부는 42℃ 가량의 따뜻한 물에 놓아둔다. 혈액순환이 스스로 자연히 돌
아오도록 한다. 덥혀지는 동안에 환자가 동상 입은 부위를 운동하도록 격려한다.
(5) 눈에 동상을 입은 경우는 세척하지 않으며 동상의 증거가 없을 경우 증류수나 생리식염
수로 최소 15분 이상 씻어준다. 렌즈의 경우 추가적인 손상 없이 쉽게 제거 가능한 경
우에만 제거한다. 통증이 동반되거나 안구 점막의 손상이 명확한 경우 안과 전문의에게
즉시 협진을 의뢰한다.
(6) 노출된 피부나 머리카락은 2~3분간 담수로 씻어내고 비누로 닦아낸다.
(7) 충분히 오염제거가 된 후에는 기존의 A, B, C의 평가와 조치를 한다. 혼수, 저혈압, 발
작, 심장 부정맥 등의 증상은 기존의 방식으로 대응한다.
(8) 폐, 심장, 신장, 간 기능을 모니터링 한다.
(맥박 산소 측정기, ECG 모니터링, 흉부방사선 검사, LFT, RFT, CBC, 혈당, 혈청 전해
질 검사 등을 포함한다.)
(9) 호흡기 증상이 없거나 경미하더라도 최소 6시간 모니터링 해야 한다.
(경미한 증상이 있던 환자들도 1~2일 후에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 1,3-부타디엔을 대량으로 흡입한 경우는 폐기능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24시간 이내 반
응성기도과민 증후군, 천식 등의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반복 흉부방사선 검사,
맥박 산소 측정 또는 동맥혈 가스 검사, 폐기능 검사, 필요시 폐 CT 검사 등으로 모니
터링 한다.
(10)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에게는 산소마스크 및 기관지 확장제를 적용한다.
⟹ 기관지 수축이 있는 경우 에어로졸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교감신경 자
극 기관지확장제를 사용하나 심장 감작제를 사용하는 것이 고령의 심장질환자의 경우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선택에 주의하여야 한다.(1,3-부타디엔 중독이 기관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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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 증감제의 사용동안에 부가적인 위험을 유발하는지 여부는 알려져 있지 않다.)
⟹ 소아의 경우 천명이 들릴 경우 에피네프린 에어로졸을 처치한다.(2.5cc 생리 식염수에
2.25% 라세믹 에피네프린용액 0.25~0.75ml을 혼합하여 20분 간격으로 처치한다.)

[ 피부 노출 환자의 처치 ]
(1) 1,3-부타디엔 압축가스나 액체가 피부에 닿으면 동상이 생길 수 있다. 환자가 동상을
입었다면 40~42℃ 사이의 온도의 수조에 20~30분 가량 손상부위를 두어 재가온 치료
를 하며 동상 부위의 혈액 순환이 돌아올 때까지 계속한다.

[ 눈 노출 환자의 처치 ]
(1) 최소 5분 이상 안구 세척을 시행한다. 단, 동상을 입은 눈은 세척하지 않는다.
(2) 시력을 테스트 한다.
(3) 각막손상은 없는지 안구를 조사하고 적절히 치료 한다. 심각한 각막손상이 있는 환자들
은 안과 전문의에게 즉시 협진을 의뢰한다.

[ 호흡기 노출 환자의 처치 ]
(1) 부타디엔 기체에 흡입 노출된 환자가 호흡곤란 증상이 있다면 마스크로 산소를 공급한
다.
(2) 기관지 경련이 있는 환자들은 분무화된 기관지 확장제로 치료한다. 선택적인 베타-2 작
용제들을 사용할 수 있다.
(3) 천명음이 들리는 소아 환자에게는 racemic epinephrine 연무제의 사용을 고려한다.
(4) 에피네프린이나 이소프로테리놀 같은 교감신경흥분 제제들은 치명적인 부정맥을 촉진
할 수 있으므로 사용을 피해야 한다.

[ 소화기 노출 환자의 처치 ]
(1) 고압상태가 아닐 경우 가스 형태로 존재하므로 소화기 노출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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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상급기관 전원 지침
(1) 임상진찰 결과 심각한 수준으로 노출되었거나, 호흡기계, 심혈관계 등의 이상 소견이
있는 환자는 상급기관으로 전원의뢰 한다.
(2) 음독했거나 피부나 눈, 인후두 부위에 직접 접촉한 병력이 있는 환자는 상급기관으로
전원의뢰 한다.
==> 지연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외래에서 최소 4시간에서 6시간 이상 경과 관찰을 해
야 한다.
==> 지연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모든 환자는 24시간 이내에 증상에 관한 문진 및 흉부
방사선 검사, 소변, 혈액 검사를 재차 받아야 하며 각막 손상 환자들은 24시간이내에
안과 외래 재진을 받아야 한다.
(3) 상급기관 전원 사유
==> 노출에 의한 화상, 폐손상, 소화기계 손상 등의 증상 발생시 추가적 조치를 위해서
이다.

아. 외래진료 및 추적관찰 지침
(1) 짧은 시간의 호흡기 노출이고 무증상인 환자인 경우, 1시간 이상 증상 발현 여부 관찰
후 증상이 없으면 연락처를 남기고, 환자용 물질정보 시트와 증상 발현시를 대비한 의
학적 후속조치 안내 지침서를 받아서 귀가 할 수 있다.
(2) 노출 후에 최소 4시간에서 6시간 동안 무증상인 환자들 또한 환자용 물질정보 시트와
추후 증상 발현시를 대비한 의학적 후속조치에 관한 지침서를 받고 귀가하도록 한다.
(3) 노출이 의심되어 진료를 받은 모든 환자들은 반드시 24시간 후 다시 진료하고 자각증
상에 관해 문진 및 혈액, 소변검사, 흉부방사선 추적검사 등을 시행한다.
(4) 24시간 지연되어서 발현되는 증상이 있다면 필요에 따라 추가적 검사와 추적 흉부방사
선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5) 대부분의 화학물질 노출에 따른 지연 증상은 48시간 이내에 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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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48시간 경과 이후에도 추가적인 발현 증상이 없다면, 이후부터는 대증적 치료를 시행한
다.

자. 건강영향조사를 위한 참고사항
(1) 설문조사 및 외래진료 결과, 진료 의료인은 화학사고 노출과의 관련성에 대해 (관련있음
/관련없음) 등으로 판정하여 의견을 기술한다.
※ “관련 있음”으로 판정된 환자는 별도의 명단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2) 추후 시행 가능한 건강영향조사를 대비하여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용 소변을 40~
60mL정도 수집하여 튜브에 날짜, 채취시간, 이름(년번) 표기하고 -20℃에서 냉동 보관
한다. (추후 건강영향조사단에서 수거 또는 폐기 안내예정)

(3) 건강영향조사단의 특별한 지시가 없을 경우에는 소변 시료만 채취한다.

- 191 -

차. 환자용 물질정보 시트
※ 이 유인물은 1,3-부타디엔 가스 또는 1,3-부타디엔 용액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 및 후속조치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1. 1,3-부타디엔이란 무엇입니까?
부타디엔은 순한 방향성 냄새를 가진 무색의 기체로 특수 컨테이너에 압축 액화가스 형태
로 운반 및 보관되며 화학제품이나 석유제품, 고무제품 등의 제조과정에서 배출됩니다.
2. 1,3-부타디엔 노출시 즉시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의 영향은 무엇입니까?
부타디엔 노출 시 코점막, 눈, 입, 기도 자극 증상을 초래합니다. 인후통, 콧물, 시력저하,
기침 등이 전형적인 증상이며 고농도 노출 시 두통, 구역, 구토, 기면, 어지러움, 혼수 및
사망 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피부나 눈에 직접 접촉할 경우 동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3. 1,3-부타디엔 노출에 의한 증상은 치료될 수 있습니까?
부타디엔은 특별한 해독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타디엔에 노출된 환자들은 잘
회복됩니다. 다량의 가스를 흡입한 환자는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4. 향후 장기간 건강상의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부타디엔에 소량 노출되어 빠른 시간 내에 회복되는 경우에는 지연성 또는 장기적인 건강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생식기능에 영향을 준다는 보고는 없으나 동물검
사에서 장기간 노출 시 발달 장애가 동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기간 노출 시 암
발생 가능성이 보고되어 발암물질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5. 1,3-부타디엔에 노출된 사람에게 어떤 검사를 할 수 있습니까?
부타디엔 중독 시 소변이나 호기에 존재하는 부타디엔 부산물을 검출할 수 있으나, 노출
직후에만 검출이 가능하고 널리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6. 1,3-부타디엔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하거나 유해가스노출 환경보건센
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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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환자용 후속지침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고, 다음 진료예약 확인 및 표기된 지침을 따르십시오.
24시간 이내에 특이증상 또는 징후가 발현되는 경우 응급실 또는 예약의사에게 전화문의
바랍니다.

※ 특히 아래의 증상인 경우 :
▶ 호흡 곤란, 짧아진 호흡
▶ 가슴 통증 또는 압박감, 천명음(호흡시 "쌕쌕” 거리는 소리)
▶ 손상 피부 감염, 발적, 통증 농성 분비물
▶ 노출된 눈 부위에서의 통증 및 분비물 증가
[ ] 위에 기술된 증상이 발현되지 않는다면 추후 진료예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 필요시 전화문의 약속, 예약 의사 :
☞ 의사에게 전화문의 시 (

전화번호 :

)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

) 일 재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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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급실 / 클리닉, (

)월/(

)일, AM/P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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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일 동안은 업무에 복귀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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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어도 72시간 이상 담배연기에 노출되어서는 안됩니다; 담배연기가 폐의 상태를 악화
시킬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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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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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의사 서명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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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벤 젠
가. 화학물질 정보
(1) 동의어
벤졸(benzol), 사이클로헥사트리엔(cyclohexatriene), 벤졸(benzole), 펜(phene), 피로벤
졸(pyrobenzol), 피로벤졸(pyrobenzole), 탄소 오일(carbon oil), 콜타르 나프타(coal
tar

naphtha),

페닐

수화(phenylhydride),

벤졸렌(benzolene),

수소의

비카르부렛

(bicarburet of hydrogen), 석탄 나프타(coal naphtha), 모터 벤졸(motor benzol), 아
눌렌(annulene), 미네랄 나프타(mineral naphtha)
(2) 물리·화학적 성질
∙ C A S No : 71-43-2․ 분자식 및 구조식 C6H6
∙ 모양 및 냄새 :
무색에서 옅은 노란색을 띄는 액체로서, 향료냄새(방향족 냄새)가 난다.
(냄새의 역치 : 12 ㎎/ℓ)
∙ 분 자 량 : 78.12 (1 ppm = 3.25 ㎎/㎥ :20℃)․ 비 중 0.879 (20℃)
∙ 녹 는 점 : 5.5℃․ 끓 는 점 80.1℃
∙ 증 기 밀 도 : 2.77․ 증 기 압 75 ㎜Hg (20℃)
∙ 인 화 점 : -11.1℃ (밀폐상태)․ 폭 발 한 계 공기 중 1.4%~7.1% (vol %)
∙ 전 환 계 수 : at 25℃ and 760 torr : 1 ppm=3.26 ㎎/㎥ 1 ㎎/㎥=0.31 ppm
∙ 용 해 도 : 0.06 g/100 ㎖, (물, 20℃)
∙ 기 타
인화성이 강한 물질이다. 물에는 거의 녹지 않으며, 유기용제나 기름에는 잘 녹는다. 산
화제와 격렬하게 반응하고 휘발성이 강하며 기화하기 쉽다.
(3) 발생원 및 용도
다른 유기 화학물의 중간산물, 광범위한 화학 공업제품, 일반용제, 추출제, 페인트 제거
제, 알코올 변성제, 연료 및 자동차용 가솔린의 항녹킹제의 원료로 사용
(4) 주로 노출되는 공정
- 취급사업장 : 스티렌, 페놀, 사이클로 헥산 및 다른 유기 화학물의 중간산물이며, 염료,
합성 고분자, 합성세제, 유기안료, 의약, 농약, 향료, 조미료, 가소제, 사진약품, 폭약,
방충제, 절연유 등 광범위한 화학 공업제품 제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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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취급공정 : 주로 화학, 페인트, 고무, 인쇄, 석유산업 등에서 발생되며 특히 보수유지 (maintenance), 세척, 시료추출, 대량운송 공정에서 고농도의 노출이 발생

나. 임상적 물질정보
(1) 흡수 및 대사
∙ 흡수 : 호흡기, 소화기, 피부를 통해 흡수된다.(폐를 통해 빠르게 흡수됨)
∙ 대사

:

주된

대사

기관은

간이며

여기서

페놀

(hydroxybenzene),

카테콜

(1,2-dihydroxybenzene), 또는 퀴놀 (1,4-dihydroxybenzene)로 산화된다. 페놀은
inorganic sulfate와 결합하여 phenylsulfate가 되지만, 다른 것들은 많이 결합되지 않
는다.

다른

경로는

카테콜이

더

산화되어

hydroxyhydroquinol

(1,2,4-trihydroxybenzene) 로 되거나, 이화되어 cis, cis- or trans, trans-muconic
acids 가 되는 것, 그리고 페놀과 glucuronic acid가 결합하여 glucuronides가 되거
나 cysteine과 결합하여 2-phenylmercapturic acid가 되는 것 등이다.
∙ 배설 : 최종 분해산물들은 소변으로 배설된다.
∙ 반감기 : 고지방조직에서의 반감기는 약 24시간이다.
(2) 표적장기별 건강장해
1) 급성 건강영향
ⅰ. 신경계 : 섭취나 증기 흡입 등에 의해 많은 양의 벤젠에 단기간 노출될 경우 어지러
움, 무력감, 다행감, 두통, 오심, 구토 등의 증상이 있을 수 있으며, 노출이 더 심각할
경우 시야 혼란, 진전, 호흡곤란, 심심 부정맥, 마비, 의식장애 등이 올 수 있다.
ⅱ. 간담조계 : 혈청 간기능 효소 및 빌리루빈 증가
ⅲ. 신장 : 혈청 크레아티닌 증가
ⅳ. 피부 : 직접 접촉시 발적, 수포발생 그리고 장기적으로 접촉시에 피부로부터 지방이
제거되어 건조한 각질형의 피부염을 유발한다.
ⅴ. 기타: 급성 국소적 자극으로는, 소화기를 통해 마셨을 때 구강, 후두, 식도, 위장을
자극하며 고농도의 벤젠 기체는 눈, 코, 호흡기의 점막을 자극한다.
2) 만성 건강영향
ⅰ. 조혈기계
- 범혈구 감소증, 재생불량성 빈혈 : 저농도에 만성적인 노출은 초기에 약간의 혈구 증
가가 있다가 곧이어 혈구수의 감소를 나타내는 소견을 보인다. 적혈구, 백혈구, 혈소
판이 각각 다 감소할 수 있으며, 범혈구 감소증(pancytopenia)에 골수괴사(b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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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row)가 동반되면 재생불량성 빈혈(Aplastic anemia)이 발생한다. 재생불량성 빈
혈은 만성적인 벤젠 중독의 고전적인 사인이다.
- 백혈병, 다발성 골수종 및 임파종 : 직업적으로 벤젠에 노출되어 백혈병을 일으켰던
예는 1920년대에 처음으로 보고된 이후로 벤젠과 백혈병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예
들이 다수 발생하였다. 백혈병 유형은 모든 유형(일반 인구에 비해 5배 발생)이 다
가능하지만 주로 myeloid, myelomonocytic이고 chronic type도 있으나 주로
acute type이다. 누적노출량이 증가함에 따른 백혈병의 표준화사망비(SMR) 증가는
강한 양-반응관계를 나타낸다. 즉 40 ppm-year이하까지는 표준화 사망비 (SMR)가
크게

증가하지

않으나

40

ppm-year이상에서는

SMR이

322에서

6637(400

ppm-year)까지 계속 증가하는 경향이 보고되었다. 벤젠에 의한 재생불량성 빈혈 환
자는 백혈병이 발생할 위험이 매우 크다(벤젠에 의한 혈액학적 이상이 있는 사람 중
10~17%에서 백혈병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벤젠에 의한 백혈병이 재생불량성 빈혈
(범혈구 감소증)을 반드시 전제하는 것은 아니다. 암 발생까지의 노출기간은 1년보다
짧을 수도 있으나 대부분 15년 이상이다(최소 0.8년에서 최고 49.6년). 벤젠에 의한
백혈병 발생에는 복합유기용제 노출 여부, 가족력, 개인적인 민감성 등이 중요한 요
소로 작용한다. 벤젠의 만성 노출은 다발성 골수종(SMR 409 :이것은 1987년 OSHA
PEL/TWA을 10 ppm에서 1 ppm으로 낮추는 계기가 됨), 임파종도 발생시킨다.
3) 발암성
벤젠 노출 후 백혈병 발병은 사망 전 최근 10년 동안 노출이 위험도를 증가시키는 것으
로 보고되고 있으며 환자-대조군 연구에서 벤젠에 중등도/고농도 노출군에서 미만성 림
프종의 증가가 2.4배 높게 관찰되었다. (IARC : 1, ACGIH : A1)
(3) 노출기준
1) 기중 노출기준
- 한국(고용노동부, 2016) TWA : 0.5 ppm STEL :2.5 ppm
- 미국(TLV; ACGIH, 2011) TWA : 0.5 ppm STEL : (4) 생물학적 모니터링 (미국(BEI; ACGIH, 2011)
측정 항목

시료 채취 시기

BEI

소변 중 t,t - Muconic acid
소변 중 S phenylmercaptoic acid

작업종료 후

500 ㎍/g creatinine

작업종료 후

25 ㎍/g creatin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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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요 문진항목
- 소량의 벤젠 증기를 흡입하면 두통, 현기증, 졸음, 메스꺼움을 유발할 수 있다.
- 보다 심각한 벤젠 노출은 졸음, 넘어짐, 불규칙한 심장 박동, 실신 또는 심지어 사망
을 유발할 수 있다.
- 벤젠 증기는 피부, 눈, 폐에 중등도의 자극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 액체 벤젠이 피부 또는 눈에 접촉되면 화상에 의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
- 벤젠은 유전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태반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임산
부의 노출에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눈과 피부의 자극증상
▶ 기관지 자극증상, 기침, 쉰 목소리, 가슴 압박감, 호흡곤란
▶ 졸림, 현기증, 두통, 경련
▶ 불규칙한 심장박동

(1) 현재 주된 증상(주소)
1) 화학사고 이후 노출에 의해 발생한 증상
- 작성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현재의 주된 자각증상을 확인한다.
- 특유의 자각증상 없이 막연한 산발적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에도 설문지 작성외의 증상
들은 기술하고 필요시 추적 조사하여 확인한다.
- 임상적 진단에 있어 임상진찰이나 임상검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자각증상의 조사이
다.
(2) 직업력, 거주지
1) 작성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화학사고 이후 노출에 의해 발생한 증상과 관련이 있을 만
한 직업력 및 거주지에 관한 정보를 상세화한다.
- 현재 직업력 : 업체명, 직종, 작업형태, 기간, 취급물질 등 직접 종사 작업
- 현재 거주지 (현 거주지가 화학물질 노출지역인 경우 중요)
(3) 노출력 조사
※ 작성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화학사고 당시의 노출력에 대해 아래와 같이 확인한다.
1) 노출시 노출원과의 거리
2) 노출시간
3) 노출시 상황(야외 활동, 실내근무, 보호구 착용여부 등 직접노출, 간접노출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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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4) 대피여부 및 대피방법, 대피시 상황 등
5) 노출지역 주변의 식물(벼, 과수 등 농작물)의 고사 여부, 사업장 및 주택 등 건물 손상
여부
(4) 과거 병력조사
1) 작성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화학사고 이후 노출에 의해 발생한 증상과 관련이 있을만한
과거 병력에 관한 정보를 상세화한다.
2) 과거병력 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 일반 질병과 화학사고 이후 노출에 의해 발생한 증상과 관련 질환의 가능성이 높은 질
병으로 나누어 치료력이 있는 질병 및 외상에 관하여 조사한다.
(5) 현병력 및 생활습관 조사
- 현재의 이환상황 및 현재의 치료질병에 관하여 확인한다.
- 화학물질 노출 이후 발현 증상과 관련이 있는 질병에 관해서 조사한다.
1) 현 병명
2) 치료방법
3) 시기 : 치료개시시기
4) 생활습관 : 흡연력, 음주력 등

라. 이학적 검사항목
※ 조혈기·신경계·눈·피부·비강·인두·간·신장에 유의하여 진찰
① 조혈기계 : 혈색소량, 혈구용적치, 적혈구수, 백혈구수, 혈소판수, 백혈구백분율
② 신경계 :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③ 눈·피부·비강·인두 : 점막자극증상 문진
※ 임상검사 또는 임상 진찰은 백혈병, 범혈구 감소증, 재생불량성 빈혈, 다발성 골수종
등 조혈기장해, 중추신경계장해(의식변화, 혼수, 보행 장해 등), 안장해, 피부장해, 비강장
해, 인두장해, 간장해, 신장장해 등에 대해 중점을 두어 진찰한다.
(1) 전신상태
- 활력징후 체온, 맥박, 호흡수, 혈압, 신장과 체중
- 체중변화, 권태감, 피로감, 발열, 오한, 발한, 식욕부진, 불면 등
- 정신상태 : 불안, 불면, 의식상태, 감정, 주의력, 기억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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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혈관계, 호흡기계
1) 심음 및 폐음 확인
- 기침, 가래, 호흡곤란, 객혈, 흉통, 천명, 청색증, 심계항진 등
- 호흡음, 호기의 연장, 습성 라음, 건성 라음, 기침후의 라음(posttussive rales), 마찰
음(friction rub), 천명, 흉성(pectoriloquy), 기관지성(bronchophony)
(3) 정신 신경계
- 초조, 불안, 우울, 불면, 조증 등
- 두통, 현기증, 외상, 동통, 강직(stiffness), 종창
- 성격 혹은 정신상태의 변화, 기억력 저하, 지각장애, 감각장애, 보행장애, 근력저하 혹은
마비, 운동실조 등
- 행동 : 행동과잉, 무의지증, 실행증(apraxia)
- 구음장애(dysarthria), 발성장애(dysphonia), 실어증(aphasia)
- 신경근성 분포의 동통, 이상감각 및 근력저하, 양측성 원위부 감각장애
(4) 이비인후과계
- 인후두 점막 자극증상 및 소견 기술 (특히 후두부 중격 발적소견)
- 구강 : 구취, 잇몸출혈, 구강점막의 병변, 타액분비항진, 구내건조감, 혀의 동통, 지각이
상, 미각장애, 설태, 궤양, 색소침착, 점막진(enanthem)
- 성대 : 쉰목소리, 발성장애
- 귀 : 청력장애(난청), 이명, 현훈, 분비물(이루), 이통
- 코 : 분비물, 비출혈, 비폐색, 궤양, 후각 장애
(5) 안과적 소견
- 시력장애, 복시, 암점, 안구작열감, 눈물, 동통, 건조, 발적, 창백, 충혈,
점상출혈(petechiae), 각막혼탁, 반흔, 궤양 등 각막손상 여부
(6) 피부과적 소견
- 색조의 변화, 성상(긴장도, 습윤도, 경도), 피부발열, 부종, 발진, 반점, 혈관확장, 수장홍
반, 출혈, 발한(sweating), 피부홍조(flushing), 피부퇴색(blanching)
- 피부 통증, 발진, 수포, 가려움증, 모발 및 손톱의 색조변화, 손톱의 변형, 황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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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임상검사 항목
(1) 혈액 및 소변검사
1) CBC c Diff
2) Electrolyte Panel (5종 Na, K, Cl, P, Ca)
3) RFT (BUN/Cr), UA
4) LFT (AST/ALT, Total bilirubin, direct bilirubin, indirect bilirubin)
5) Glucose, T.CHO, LDL, HDL, TG
6) 소변 튜브에 날짜, 채취시간, 이름(년번) 표기하여 40~60mL 소변수집
==> -20℃에서 냉동보관(추후 건강영향조사시 수거예정)
※ 벤젠 또는 페놀의 혈중 농도는 임상적으로 유용하지는 않지만 노출을 기록하는 데 사용
될 수 있다. OSHA에서는 벤젠에 노출된 모든 근로자에게 응급 상황에서도 요 중 페놀
검사를 실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벤조산 염 방부제, 특정 약물 (예 :
Pepto-Bismol and Chloraseptic) 섭취, 흡연과 같은 높은 요중 페놀 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요인을

평가해야

한다.

벤젠의

다른

비뇨기계

대사산물인

S-phenyl-N-acetyl cysteine 과 muconic acid도 노출을 평가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벤젠
에 대한 ACGIH의 생물학적 노출지표는 25 μg S-phenyl-N-acetyl cysteine 
(PhAC)/g
creatinine이고, muconic acid 또한 벤젠의 민감한 생물학적 노출지표이다.
7) 실신 또는 정신 혼돈과 같은 임상증상이 있었던 환자와 요 중 페놀 농도가 75mg/L 이
상인 급성 노출환자는 벤젠에 상당히 노출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들 환자는 벤젠의
조혈기계 영향 (혈소판 감소증, 재생 불량성 빈혈, 범혈구 감소증 및 급성 골수백혈병)
에 대해 모니터링 해야 한다.
8) 잠재적인 골수영향 (혈소판 감소증, 재생 불량성 빈혈, 범혈구 감소증 및 급성 골수백
혈병)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CBC (최소 3개월에 한 번) 검사를 받도록 한다.
(2) 호흡기 및 심혈관계 검사
1) Chest PA/Lat
2) EKG
3) 선택검사 항목
==> 호흡기 증상 호소 시 : PFT, HRCT, Pulse Oximetry, ABGA, CoHb
==> 가슴 갑갑함 등 심장관련 증상 호소시 : Cardiac Mar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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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응급처치 지침
(의료진 호흡기 보호) : 잠재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벤젠 증기 수준 (즉, 1 시간 동안
300ppm 이상)에 노출되는 것과 관련된 상황에서는 양압 self-contained breathing
apparatus (SCBA)를 사용하는 것이 권고된다.
(의료진 피부 보호) : 벤젠 증기는 피부를 통해 잘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벤젠의 증기 노출
만 예상되는 경우 화학 보호복은 일반적으로 필요하지 않다. 피부의 자극과 피부 흡수가
일어날 수 있는 액체 벤젠과의 접촉이 예상되는 경우, 화학 보호복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1) 제염 여부에 상관없이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저혈압 이거나 경련이나 심장 부정맥을
보인다면 기존 전문생명소생술(Advanced Life support, ALS)프로토콜에 따라 ABC
(Airway, Breathing, Circulation)순서로 위험 소견에 우선순위를 두고 진료를 진행한
다.
(2) 벤젠의 심근 감작 효과로 인해 에피네프린은 투여하지 않는다.
(3) 벤젠에 다량 노출이 의심되거나 환자가 저혈압인 경우, 정맥 내 NS 또는 Lactated
Ringer's 액을 주입한다. 성인의 경우, 혈압이 80mmHg 미만인 경우 1,000mL/hr 정
맥 내 NS 또는 Lactated Ringer's 액을 bolus로 투여한다. ; 수축기 혈압이 90
mmHg 이상이면 주입 속도는 150~200mL/hr 이면 충분하다. 어린이의 경우 NS 20
mL/kg을 10~20 분간 투여한 다음 2~3 mL/kg/hr 으로 주입한다.
(4) 발작, 의식저하 또는 부정맥 증상을 보이는 환자는 대사성 산증을 평가하고, 대사성 산
증시 정맥 내 중탄산염 나트륨(sodium bicarbonate)을 (초기 성인 투여량 = 1 앰플
(20 mEq), 소아 투여량 = 1 mEq/kg ) 투여하여 적절히 치료한다. 추가적 중탄산염
나트륨(sodium bicarbonate) 투여는 동맥혈 가스 검사를 보고 결정한다.
(5) 해독제가 없으므로 보존적 치료와 임상적으로 발생 가능한 전신 독성 발현에 대한 평가
를 시행한다. CBC, blood glucose, electrolyte, renal-function tests, LFT, serum
lactate, cardiac marker, CoHb, ECG 모니터링을 시행한다. 심각한 흡입 노출이나
폐 흡인이 예상되면 chest radiography, pulse oximetry, ABGA 검사를 시행한다.
(6) 벤젠 또는 페놀의 혈중 농도는 임상 적으로 유용하지는 않지만 노출을 기록하는 데 사
용될 수 있다. OSHA에서는 벤젠에 노출된 모든 근로자에게 응급 상황에서도 요중 페
놀 검사를 실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벤조산 염 방부제, 특정 약물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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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pto-Bismol and Chloraseptic) 섭취, 흡연과 같은 높은 요중 페놀 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요인을

평가해야

한다.

벤젠의

다른

비뇨기계

대사산물인

S-phenyl-N-acetyl cysteine 과 muconic acid도 노출을 평가하는데 사용할 수 있
다. 벤젠에 대한 ACGIH의 생물학적 노출지표는 25 μg S-phenyl-N-acetyl cysteine 
(PhAC) / g creatinine이고, muconic acid 또한 벤젠의 민감한 생물학적 노출지표이
다.
(7) 심각한 수준으로 흡입 혹은 음독 노출되어 CNS 억제나 호흡곤란의 증상을 보이는 환
자들은 입원시킨다.
(8) 입원 환자에서 급성 신부전, 중추신경증상, 부정맥의 징후가 있는지 관찰한다.
(9) 흡입으로 노출된 환자는 폐부종의 징후를 관찰해야 하고, 벤젠 섭취 환자는 흡입 후 72
시간 이내에 발생할 수 있는 흡인성 폐렴의 징후가 있는지 관찰해야 한다.
(10) 벤젠에 노출된 환자는 지연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응급실에서 최소 6~12시간 이상 경
과 관찰을 해야 한다.
(11) 노출 후 6~12시간 이상 무증상인 환자들의 경우는 연락처를 남기고 증상 발현 시를
대비한 안내 지침서를 받아가지고 퇴원 한다(벤젠 - 환자 정보 시트 참조).
(12) 실신 또는 정신 혼돈과 같은 임상증상이 있었던 환자와 요중 페놀 농도가 75mg/L 이
상인 급성 노출환자는 벤젠에 상당히 노출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들 환자는 벤젠의
조혈기계 영향 (혈소판 감소증, 재생 불량성 빈혈, 범혈구 감소증 및 급성 골수백혈병)
에 대해 모니터링 해야 한다.
(13) 잠재적인 골수영향 (혈소판 감소증, 재생 불량성 빈혈, 범혈구 감소증 및 급성 골수백
혈병)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CBC (최소 3 개월에 한 번) 검사를 받도록 한다.
(14) 각막 손상 환자는 24시간 이내에 재검사 해야 한다.

[ 전신 화상시 처치 ]
(1) 벤젠에 노출된 피부는 비누와 물로 2 ~ 5분간 철저히 씻는다. (샤워를 하는 것이 바람
직 함). 비누로 씻은 후 물로 철저히 충분하게 헹군다.
(2) 환자의 제염이 확인되면 환자를 처치 구역으로 옮겨 온열 화상에 준해 치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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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젠에 피부가 장기간 접촉하면 자극을 유발하고 탈지된다. 국지적으로 발적, 홍반, 부
종, 수포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 소아는 체표면적이 몸무게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피부를 통한 벤젠의 흡수
에 더 취약하다.
⇒ 또한 소아는 손을 입에 대는 행동을 잦은 빈도로 하기 때문에 소아의 입을 검사해야
한다.

[ 눈 노출 환자의 처치 ]
(1) 제염 단계에서 눈 부위 노출 혹은 자극 증상이 있을 때, 적어도 15분 이상 혹은 통증이
완화될 때까지 많은 양의 미지근한 생리 식염수로 씻어내야 한다.
(눈에 2차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콘택트렌즈 등은 제거한다. 만약 부식성 물질이 의심
되거나 통증이나 손상이 명확하다면 환자를 중환 처치 구역으로 이송하는 동안에도 계
속 안구를 세척한다. 안통 및 안검 경련 발생시 증상완화를 위해 안과용 마취제 <예,
0.5 % tetracaine 또는 proparacaine> 등을 사용할 수 있다.
(2) 중환 처치 구역으로 옮긴 후에는 적절한 안구 세척이 이루어 졌는지를 확인한다. 안되
어 있으면 최소 15분 이상 혹은 통증이 완화될 때까지 생리 식염수로 세척해야 한다.
시력(Visual acuity)을 테스트한다. 각막 손상 가능성을 고려하여 눈을 검사하고 적절
히 치료한다. 각막 손상이 있는 경우는 즉각 안과 협진을 시행한다.

[ 호흡기 노출 환자의 처치 ]
(1) 벤젠 기체에 흡입 노출된 환자가 호흡곤란 증상이 있다면 마스크로 산소를 공급한다.
기관지 경련이 있는 환자들은 분무화된 기관지 확장제로 치료한다. 그러나 에피네프린
이나 이소프로테리놀 같은 교감신경흥분 제제들은 치명적인 부정맥을 촉진 할 수 있으
므로 사용을 피해야 한다.
(2) 중증 환자는 심장 리듬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 고농도 벤젠에 노출되면 심
근의 에피네프린에 대한 역치가 낮아져 심실 세동과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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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상급기관 전원 지침
(1) 임상진찰 결과 심각한 수준으로 노출되었거나, 호흡기계, 심혈관계 등의 이상 소견이
있는 환자는 상급기관으로 전원의뢰 한다.
(2) 음독했거나 피부나 눈, 인후두 부위에 직접 염산에 접촉한 병력이 있는 환자는 상급기
관으로 전원의뢰 한다.
==> 지연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외래에서 최소 6시간에서 12시간 이상 경과 관찰을 해
야 한다.
==> 지연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모든 환자는 24시간 이내에 증상에 관한 문진 및 흉부
방사선 검사, 소변, 혈액 검사를 재차 받아야 하며 각막 손상 환자들은 24시간이내에
안과 외래 재진을 받아야 한다.
(3) 상급기관 전원 사유
==> 벤젠 노출에 의한 화상, 폐손상, 소화기계 손상, 조혈기계 영향 (혈소판 감소증, 재
생 불량성 빈혈, 범혈구 감소증 및 급성 골수백혈병)에 대해 모니터링 해야 한다.
==> 잠재적인 골수영향 (혈소판 감소증, 재생 불량성 빈혈, 범혈구 감소증 및 급성 골수
백혈병)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CBC (최소 3 개월에 한 번) 검사를 받도록
한다.

아. 외래진료 및 추적관찰 지침
(1) 짧은 시간의 호흡기 노출이고 무증상인 환자인 경우, 12시간 이상 증상 발현 여부 관찰
후 증상이 없으면 연락처를 남기고, 환자용 물질정보 시트와 증상 발현시를 대비한 의
학적 후속조치 안내 지침서를 받아서 귀가 할 수 있다.
(2) 노출 후에 최소 6시간에서 12시간 동안 무증상인 환자들 또한 환자용 물질정보 시트와
추후 증상 발현시를 대비한 의학적 후속조치에 관한 지침서를 받고 귀가하도록 한다.
(3) 노출이 의심되어 진료를 받은 모든 환자들은 반드시 24시간 후 다시 진료하고 자각증
상에 관해 문진 및 혈액, 소변검사, 흉부방사선 추적검사 등을 시행한다.
(4) 24시간 지연되어서 발현되는 증상이 있다면 필요에 따라 추가적 검사와 추적 흉부방사
선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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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부분의 화학물질 노출에 따른 지연 증상은 48시간 이내에 발현된다.
(6) 48시간 경과 이후에도 추가적인 발현 증상이 없다면, 이후부터는 대증적 치료를 시행한
다.
(7) 잠재적인 골수영향 (혈소판 감소증, 재생 불량성 빈혈, 범혈구 감소증 및 급성 골수백혈
병)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CBC (최소 3 개월에 한 번) 검사를 받도록 한다.

자. 건강영향조사를 위한 참고사항
(1) 설문조사 및 외래진료 결과, 진료 의료인은 화학사고 노출과의 관련성에 대해 (관련있음
/관련없음) 등으로 판정하여 의견을 기술한다.
※ “관련 있음”으로 판정된 환자는 별도의 명단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2)

추후 시행

가능한

건강영향조사를 대비하여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용

소변을

40~60mL정도 수집하여 튜브에 날짜, 채취시간, 이름(년번) 표기하고 -20℃에서 냉동
보관한다. (추후 건강영향조사단에서 수거 또는 폐기 안내예정)

(3) 건강영향조사단의 특별한 지시가 없을 경우에는 소변 시료만 채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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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환자용 물질정보 시트
※ 이 유인물은 벤젠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 및 후속조치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1. 벤젠이란 무엇입니까?
벤젠은 깨끗한 무색의 액체로 순수한 형태라면 달콤한 냄새가 나며, 원유로부터 얻어지
고, 쉽게 불이 붙습니다. 벤젠은 주로 스티렌, 페놀 및 시클로헥산과 같은 화학물질을
합성하고 염료, 세제, 폭발물, 고무, 플라스틱 및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한 원료로 주로
사용됩니다. 담배 연기, 도료, 접착제, 살충제 및 휘발유와 같은 제품에도 소량이지만 존
재합니다.

2. 벤젠 노출에 의해 즉시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의 영향은 무엇입니까?
소량의 벤젠 증기를 흡입하면 두통, 현기증, 졸음, 메스꺼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보
다 심각한 벤젠 노출은 졸음, 넘어짐, 불규칙한 심장 박동, 실신 또는 심지어 사망을 유
발할 수 있습니다. 벤젠 증기는 피부, 눈, 폐에 중등도의 자극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
다. 액체 벤젠이 피부 또는 눈에 접촉되면 화상에 의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눈에
튀어 눈을 손상시킬 수 있고, 증상의 정도는 노출량에 따라 다릅니다. 벤젠은 유전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태반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임산부의 노출에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급성 노출 임신부에게는 반드시 의료 상담이 권장됩니다.

3. 벤젠 중독은 치료 될 수 있습니까?
벤젠에 대한 특별한 해독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증상이 발생한 경우 치료할 수 있으며
노출된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회복됩니다. 벤젠에 심각한 노출이 발생한 경우 입원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향후 건강에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단일 소량 노출에 의해 발생한 증상이 빠르게 회복된 사람들은 증상이 지연되어 발생하
거나 장기간 인체에 영향을 일으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심한 노출 후에 증상이 며
칠 지연되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벤젠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혈액 질환(재생 불량성
빈혈 및 범혈구 감소증) 및 혈액생성 세포의 암(백혈병)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
안 벤젠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일부 근로자에서 재생 불량성 빈혈 및 백혈병이 발생되었
던 연구보고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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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벤젠에 노출된 사람에게 어떤 검사를 할 수 있습니까?
혈액에서 벤젠을 측정하는 검사는 일반적으로 의사에게 유용하지 않습니다. 페놀, 뮤콘
산 또는 S-phenyl-N-acetyl cysteine 
(PhAC)은 벤젠 노출을 증명하기 위해 소변에서
측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검사들은 심장, 신장, 혈액 또는 신경계 장기의 손상 여부를 아
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출된 모든 경우에 검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6. 벤젠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하거나 유해가스노출 환경보건
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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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환자용 후속지침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고, 다음 진료예약 확인 및 표기된 지침을 따르십시오.
24시간 이내에 특이증상 또는 징후가 발생하는 경우 응급실 또는 예약의사에게 전화문의
바랍니다.
※ 특히 아래의 증상인 경우 :
▶ 눈과 피부의 자극증상
▶ 기관지 자극증상, 기침, 쉰 목소리, 가슴 압박감, 호흡곤란
▶ 졸림, 현기증, 두통, 경련
▶ 불규칙한 심장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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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

) 일 재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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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급실 / 클리닉, (

)월/(

)일, AM/P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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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일 동안은 업무에 복귀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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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어도 72시간 이상 담배연기에 노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담배연기가 폐의 상태를 악
화시킬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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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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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의사 서명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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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페 놀
가. 화학물질 정보
(1) 동의어
석탄산(carbolic acid), 수산화페닐(Phenyl Hydroxide, Phenyl hydrate), 페닌산(phenic
acid),

페닐린산

(phenylic

(hydroxybenzene),
(oxybenzene),

acid),

페닐릭알코올(phenylic

모노하이드록시

페닐알코올(phenyl

벤젠
alcohol),

(monohydroxy

alcohol),

수산화

benzene),

페놀알코올(phenol

alcohol),

벤젠

옥시벤젠
벤제놀

(benzenol), 모노페놀 (monophenol)
(2) 물리·화학적 성질
∙ C A S N o : 108-95-2․ 분자식 및 구조식 C6H5OH
∙ 모양 및 냄새 :
무색~분홍색의 결정형 고체, 특유의 달콤하고 타르와 같은 냄새(냄새 역치 0.04 ppm)
∙ 분 자 량 : 94.11 (1 ppm = 3.52 ㎎/㎥ :20℃)․ 비 중 : 1.071 (20℃)
∙ 녹 는 점 :

40.85℃․ 끓 는 점 : 182℃

∙ 증 기 밀 도 : 3.24․ 증 기 압 : 0.35 ㎜Hg (25℃)
∙ 인 화 점 :

79℃ (밀폐상태)․ 폭 발 한 계 : 공기 중 1.7~8.6% (vol %)

∙ 전 환 계 수
∙ 용 해 도 : 물(1 g/15 ㎖)과 벤젠(1 g/12 ㎖)에 잘 녹는데 이때 pH는 6이다. 그 외 클
로로포름, 알코올, 에테르, 이황화탄소, 글리세롤, 바셀린, 휘발성 오일, 알칼리 수산화
물에 매우 잘 녹는다. 그러나 석유 에테르류에는 녹지 않는다.
∙ 기 타
열에 불안정하고, 강한 산화제 특히 차아염소산칼슘과 접촉하면 불이 나고 폭발함. 연소
할 때는 일산화탄소 같은 유독가스와 증기가 발생함. 플라스틱류, 고무류 및 피복제를 상
하게 하며, 뜨거운 페놀 용액은 알루미늄, 마그네슘, 납 및 아연 등 금속을 부식시킴.
(3) 발생원 및 용도
1) 소독제
2) 화학분석 시약
3) 인공수지의 생산
4) 방향족 화합물 등 유기화합물의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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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염료 생산
(4) 주로 노출되는 공정
1) 소독작업, 화학분석실험, 인공수지, 유기화합물 및 염료의 생산 공정
2) 자동차 배기가스
3) 흡연

나. 임상적 물질정보
(1) 흡수 및 대사
∙ 흡수 : 흡입(60~80% 정도 폐에 축적), 피부 노출, 섭취 등 모든 경로를 통해 빠르게
흡수된다. 페놀은 증기, 액체 및 고체도 1차적으로 경피흡수 된다. 페놀 증기의 경피
흡수 능력은 흡입에 의해서 흡수되는 것과 같은 수준이다.
∙ 대사 : 소변으로 배설되는 주요 대사산물은 페놀 황산염(phenol sulfate), 페놀 글루쿠
로나이드

(phenol

glucuronide),

하이드로퀴논

루쿠로나이드

(hydroquinone

glucuronide)이다.
∙ 배설 : 흡수된 페놀의 일부는 그대로(특히 고용량에서), 일부는 대사되어 16시간 이내
에 대부분 소변을 통해 배설된다. 그 외 일부는 호기나 대변을 통해 배설된다.
∙ 반감기 : 자원자를 대상으로 흡입 및 피부 노출을 한 연구에서 반감기는 약 3.5시간으
로 측정되었다. 그러나 Bentur Y 등은 반감기가 약 13.86시간이라고 보고하였다.
(2) 표적장기별 건강장해
1) 급성 건강영향
급성 노출 시는 조직에 대한 부식작용이 강하다. 전신 중독은 어떤 경로로 흡수되어도
생기지만 특히 경피흡수에 의해서 잘 생긴다. 인간에서의 치사량은 50~500 ㎎/㎏이며 감
수성이 있는 사람에서는 저농도 노출에서도 치명적이거나 심각한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
다. 대개 중추신경계, 심장, 혈관, 폐 및 신장에의 독성으로 인해 사망하게 된다. 간, 신
및 호흡기의 기능이 저하된 사람은 특히 페놀의 독성에 민감하다.
ⅰ.

눈, 피부, 비강, 인두 : 눈, 점막 및 피부를 자극하며, 페놀 용액은 조직에 대한 부

식작용이 강해서 피부 노출 시 통증, 국소 마취, 창백, 피부박탈, 괴저, 화상, 가피형성,
피부색조의 변화 등이 나타난다. 또한 희석된 용액에 닿으면 심한 피부염이 유발된다.
고농도의 용액은 사람의 눈을 심하게 자극하여 결막종창과 각막혼탁, 지각과민을 유발
하며, 시력손실까지도 일으킬 수 있다.
ⅱ. 비뇨기계 : 짙은 색 소변, 소변 감소, 대사성 산증, 급성 세뇨관 괴사 등 신장 독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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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낸다.
ⅲ. 신경계 : 중추신경계 자극 및 억제 증상, 경련, 쇼크, 섬망, 혼수, 의식소실이 나타날
수 있다.
ⅳ. 호흡기계 : 흡입 시 기침 등 호흡기 자극증상, 협착음 등이 나타나며, 폐부종을 야기
할 수 있다. 흡입 후 호흡 시에는 향긋한 냄새가 난다. 그러나 페놀은 증발성이 낮기
때문에 산업장에서 심한 호흡기 장해를 일으키는 일은 드물다.
ⅴ.

위장관계 : 섭취 시 메스꺼움, 구토, 설사, 복통, 토혈 및 혈변이 나타날 수 있으며
위장관 점막의 부식 및 염증을 초래한다. 드물지만 시간이 지난 후 식도협착이 발생
할 수 있다.

ⅵ. 심혈관계 : 빈맥, 저혈압 및 부정맥이 발생할 수 있다.
ⅶ. 간담도계 : 간의 손상을 야기할 수 있다.
2) 만성 건강영향
ⅰ. 신경계
- 만성적인 노출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통 및 근무력 등이 발생한다.
ⅱ. 비뇨기계
- 지속적인 노출 후 짙은 색 소변, 신장염 등이 나타나며, 만성적인 노출 시 특히 신장
독성이 강하다.
ⅲ. 눈, 피부, 비강, 인두
-

만성적인

노출

시

구내염

발생할

수

있으며,

검은

색소침착(조직

갈변증,

ochronosis)이 생긴다.
ⅳ. 위장관계
- 만성적인 노출 시 메스꺼움, 타액분비, 설사, 식욕감퇴 등이 발생한다.
ⅴ. 간담도계
- 만성적인 노출 시 간염이 발생할 수 있다.
ⅵ. 기타
- 쥐와 생쥐에 임신 6일에서 15일까지 위내에 각각 120 ㎎/㎏ 에서 280 ㎎/㎏ 까지 투
여하면 투여량에 따라 태자에 독성이 나타났으나 최기작용은 없었다. 소련의 한 연구
보고에 의하면 임신기간 중 0.13 및 1.3 ppm 농도에 노출되면 태자의 손실과 출생
후의 조기사망률이 증가한다고 한다.
3) 발암성
쥐 또는 생쥐에 페놀을 2,500 또는 5,000 ppm씩 물에 섞어서 13주 동안 발랐을 경우
52주 후에 14마리 중 5마리에서 유두종이 생겼고 72주 후에 섬유육종이 1례 생겼다. 페
놀은 비 특이적인 자극제이나 대량의 페놀이 피부에 반복해서 닿으면 종양발생이 촉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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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저 농도의 페놀을 투여한 쥐에서는 백혈병과 임파종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103주 동안 2,500~5,000 ppm 농도의 페놀을 음료수에 섞어서 쥐와 생쥐에 먹였
을 때에는 발암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각종 목재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에서 페놀에 노출되었을 경우
구강 및 호흡기 종양발생의 위험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들 연구가 대상자수
가 적고 다른 물질과 함께 노출되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결론지을 수 없다. 아
직까지 사람이나 쥐에 대한 페놀의 발암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IARC : 3, ACGIH : A4)
(3) 노출기준
1) 기중 노출기준
- 한국(고용노동부, 2013) TWA : 5 ppm(19 ㎎/㎥) STEL : - 미국(TLV; ACGIH, 2011) TWA : 5 ppm(19 ㎎/㎥) STEL : - 기준설정의 근거 : 자극증상, 중추신경계 증상 그리고 심혈관계, 간, 신장해가 나타나
지 않는 수준에서 결정
(4) 생물학적 모니터링
- 미국(BEI; ACGIH, 1999) : 작업종료 직후 채뇨, 소변 중 총 페놀 배설량 : 250 ㎎/g
Cr
- 미국(NIOSH) : 소변 중 총 페놀 배설량 : 4.5~20.7 ㎎/g Cr(비직업성 노출), 300 ㎎
/g Cr(잠정적 정상치)
- 독일(BAT; DFG, 1999) : 작업종료 직후 채뇨, 소변 중 총 페놀 배설량 : 300 ㎎/ℓ
* 소량의 티몰(thymol : 100~300 ㎎)을 방부제로 사용한다.
* 냉장하는 경우에는 4일, 냉동하는 경우에는 최소 3개월 동안 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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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요 문진항목
- 페놀은 피부, 폐 및 위장을 통해 몸에 쉽게 흡수될 수 있다. 어느 경로로의 노출이
든 페놀에 의한 중독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 피부와 눈의 증상은 노출된 량과 노출 시간에 따라 가볍거나 중한 화상이 발생할
수 있다.
- 페놀의 호흡기 노출시에는 코, 목구멍 및 폐, 기관지의 화상을 유발할 수 있다. 폐에
심한 손상을 입으면 폐수종으로 호흡이 어려워 질 수도 있다.
- 페놀을 경구로 삼켰을 때는 소화기관의 점막 손상으로 내부 출혈이 발생할 수 있
다. 일반적으로 노출이 심할수록 증상은 더 심하다.
- 뇌는 페놀 노출시 매우 민감한 장기이다.
- 흡수된 페놀은 규칙적인 호흡을 통제하는 뇌의 기능을 방해하여 발작과 혼수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심장의 리듬을 변화시켜 위험을 일으킬 수 있다.
▶ 기침, 천명음
▶ 호흡곤란, 가쁜 호흡, 흉통
▶ 불규칙한 심장박동, 가슴 두근거림
▶ 피부의 발적이나 통증, 피부 화상부위에서 고름과 같은 분비물
▶ 원인 불명의 졸림, 현기증, 두통, 실신

(1) 현재 주된 증상(주소)
1) 화학사고 이후 노출에 의해 발생한 증상
- 작성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현재의 주된 자각증상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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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유의 자각증상 없이 막연한 산발적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에도 설문지 작성외의 증상
들은 기술하고 필요시 추적 조사하여 확인한다.
- 임상적 진단에 있어 임상진찰이나 임상검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자각증상의 조사이
다.
(2) 직업력, 거주지
1) 작성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화학사고 이후 노출에 의해 발생한 증상과 관련이 있을 만
한 직업력 및 거주지에 관한 정보를 상세화한다.
- 현재 직업력 : 업체명, 직종, 작업형태, 기간, 취급물질 등 직접 종사 작업
- 현재 거주지 (현 거주지가 화학물질 노출지역인 경우 중요)
(3) 노출력 조사
※ 작성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화학사고 당시의 노출력에 대해 아래와 같이 확인한다.
1) 노출시 노출원과의 거리
2) 노출시간
3) 노출시 상황(야외 활동, 실내근무, 보호구 착용여부 등 직접노출, 간접노출 등에 관한
정보)
4) 대피여부 및 대피방법, 대피시 상황 등
5) 노출지역 주변의 식물(벼, 과수 등 농작물)의 고사 여부, 사업장 및 주택 등 건물 손상
여부
(4) 과거 병력조사
1) 작성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화학사고 이후 노출에 의해 발생한 증상과 관련이 있을만한
과거 병력에 관한 정보를 상세화한다.
2) 과거병력 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 일반 질병과 화학사고 이후 노출에 의해 발생한 증상과 관련 질환의 가능성이 높은 질
병으로 나누어 치료력이 있는 질병 및 외상에 관하여 조사한다.
(5) 현병력 및 생활습관 조사
- 현재의 이환상황 및 현재의 치료질병에 관하여 확인한다.
- 화학물질 노출 이후 발현 증상과 관련이 있는 질병에 관해서 조사한다.
1) 현 병명
2) 치료방법
3) 시기 : 치료개시시기
4) 생활습관 : 흡연력, 음주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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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이학적 검사항목
※ 간·신장·호흡기·눈·피부·신경계에 유의하여 진찰
※ 페놀은 어떤 경로로 노출되든 전신 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 페놀은 부식성이 있어 접
촉 부위에서 화학 화상을 일으킨다. 전신 중독의 증상은 초기의 일시적인 중추 신경 자극
을 포함하며, 혼수 상태 및 발작은 몇 분 이내에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말초신경 손상 (
축삭의 탈수초화)을 유발할 수 있다. 노출 후 최대 18 시간까지 지연되어 발생할 수 있
다. 다른 증상으로는 메스꺼움, 구토, 설사, 메트헤모글로빈 혈증, 용혈성 빈혈, 다량 발한,
저혈압, 부정맥, 폐부종 및 빈맥 등.
(1) 전신상태
- 활력징후 체온, 맥박, 호흡수, 혈압, 신장과 체중
- 체중변화, 권태감, 피로감, 발열, 오한, 발한, 식욕부진, 불면 등
- 정신상태 : 불안, 불면, 의식상태, 감정, 주의력, 기억력 등
(2) 심혈관계, 호흡기계
1) 심음 및 폐음 확인
- 기침, 가래, 호흡곤란, 객혈, 흉통, 천명, 청색증, 심계항진 등
- 호흡음, 호기의 연장, 습성 라음, 건성 라음, 기침후의 라음(posttussive rales), 마찰
음(friction rub), 천명, 흉성(pectoriloquy), 기관지성(bronchophony)
(3) 정신 신경계
- 초조, 불안, 우울, 불면, 조증 등
- 두통, 현기증, 외상, 동통, 강직(stiffness), 종창
- 성격 혹은 정신상태의 변화, 기억력 저하, 지각장애, 감각장애, 보행장애, 근력저하 혹은
마비, 운동실조 등
- 행동 : 행동과잉, 무의지증, 실행증(apraxia)
- 구음장애(dysarthria), 발성장애(dysphonia), 실어증(aphasia)
- 신경근성 분포의 동통, 이상감각 및 근력저하, 양측성 원위부 감각장애
(4) 이비인후과계
- 인후두 점막 자극증상 및 소견 기술 (특히 후두부 중격 발적소견)
- 구강 : 구취, 잇몸출혈, 구강점막의 병변, 타액분비항진, 구내건조감, 혀의 동통, 지각이
상, 미각장애, 설태, 궤양, 색소침착, 점막진(enanthem)
- 성대 : 쉰목소리, 발성장애
- 귀 : 청력장애(난청), 이명, 현훈, 분비물(이루), 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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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 분비물, 비출혈, 비폐색, 궤양, 후각 장애
(5) 안과적 소견
- 시력장애, 복시, 암점, 안구작열감, 눈물, 동통, 건조, 발적, 창백, 충혈,
점상출혈(petechiae), 각막혼탁, 반흔, 궤양 등 각막손상 여부
(6) 피부과적 소견
- 색조의 변화, 성상(긴장도, 습윤도, 경도), 피부발열, 부종, 발진, 반점, 혈관확장, 수장홍
반, 출혈, 발한(sweating), 피부홍조(flushing), 피부퇴색(blanching)
- 피부 통증, 발진, 수포, 가려움증, 모발 및 손톱의 색조변화, 손톱의 변형, 황달

마. 임상검사 항목
(1) 혈액 및 소변검사
1) CBC c Diff
2) Electrolyte Panel (5종 Na, K, Cl, P, Ca)
3) RFT (BUN/Cr), UA
4) LFT (AST/ALT, Total bilirubin, direct bilirubin, indirect bilirubin)
5) Glucose, T.CHO, LDL, HDL, TG
6) 소변 튜브에 날짜, 채취시간, 이름(년번) 표기하여 40~60mL 소변수집
==> -20℃에서 냉동보관(추후 건강영향조사시 수거예정)
7) 요 중 페놀 (81.5 mg/L 이상의 요중 페놀 수치 또는 250 mg/g 이상의 크레아티닌
수치는 페놀의 과다노출 의미)
8) 용혈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말초 혈액 도말검사
9) urinalysis and plasma free hemoglobin and haptoglobin analyses,
methemoglobinemia 검사
※ 요 중 페놀 검사는 임상적으로 유용하지는 않지만, 노출을 기록하는 데 사용될 수 있
다.
81.5 mg/L 이상의 요중 페놀 수치 또는 250 mg/g 이상의 크레아티닌 수치는 페놀의 과
다 노출을 의미한다. 이들 환자는 페놀의 전신 독성의 증상 (중추신경 자극 증상, 우울증,
혼수 및 발작, 메스꺼움, 구토, 설사, 메트헤모글로빈 혈증, 용혈성 빈혈, 다량 발한, 저혈
압, 부정맥, 폐부종 및 빈맥 등)에 대해 모니터링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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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호흡기 및 심혈관계 검사
1) Chest PA/Lat
2) EKG
3) 선택검사 항목
==> 호흡기 증상 호소 시 : PFT, HRCT, Pulse Oximetry, ABGA, CoHb
==> 가슴 갑갑함 등 심장관련 증상 호소시 : Cardiac Marker

바. 응급처치 지침
(1) 피부가 페놀로 오염된 환자를 치료하는 동안 의료진은 보호복과 장갑(부틸 고무장갑 및
앞치마)을 착용하여 의료진을 보호한다. 페놀은 대부분의 고무 및 섬유 또는 크림을 쉽
게 통과하지만 부틸 고무는 피부보호 효과가 뛰어나다. 페놀에 심하게 흠뻑 적힌 의복
이나 페놀을 섭취한 희생자의 토사물에 직접 접촉하거나 방출된 증기에 2차적으로 오
염될 수 있다.
(2) 환자의 오염 제거는 페놀 흡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빨리 시작되어야 한다. 신속
한 오염 제거는 환자의 생존 확률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어 매우 중요하다. 신속히 오
염된 의복을 벗기고 피부를 완전히 씻어낸다. 의식이 있는 환자는 자신의 오염 제거를
도울 수 있다. 오염된 의복과 개인 소지품을 2중으로 가방에 담아 격리시킨다. 오염원
이 제거된 후에는 2차 오염 위험은 없어진다.
(3) 고압 샤워로 씻은 후(물의 양이 적으면 단순히 페놀을 희석하고 노출 면적을 넓힐 수
있다) 에는 피부를 적어도 15분 동안 비누와 물로 씻어낸다. 오염 제거는 페놀 흡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한다. 오염된 의복과 개인 소지품을 2중으로 가방
에 담아 격리한다.
- 노출된 페놀을 50% 로 희석할 수 있는 low-molecular-weight polyethylene glycol
(PEG 300 또는 PEG 400)을 사용해 반복적으로 닦는다. 페놀 냄새가 없어질 때까지 계
속해서 치료한다.
- PEG가 없으면 대신 글리세린 용액을 사용할 수 있다. PEG,

글리세린 용액 중 어느 것

도 이용할 수 없다면 고압 샤워로 씻은 후 피부를 적어도 15분 동안 비누와 물로 씻어
낸다.
- 어린이 또는 노인을 오염 제거 할 때 저체온증에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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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인은 소아 환자의 경우 보호구 착용으로 인해 공포를 조장하여 처치하기가 좀 더
힘들 수 있음을 인지하고 사전에 대처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어야 한다.
(5) 소아 환자들은 몸무게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커다란 체표면적 때문에 피부를 통해 흡수
되는 독성 물질들에 더 취약하다. 또한 응급실 의료진은 소아들이 손을 입에 갖다 대는
빈도가 높다는 점을 근거로 소아들의 구강도 검사해야 한다.
(6) 기도, 호흡, 혈액 순환을 평가하고 보조한다. 호흡 부전이 있는 경우에는 기관 삽관을
통해 기도와 호흡을 확보한다. 만약 불가능 하면 기관 절개나 윤상 갑상 연골 절개와
같은 외과적인 방법으로 기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한다.
(7) 기관지 경련이 있는 환자들은 분무화된 기관지 확장제로 치료한다. 어떤 종류의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할지 선택하기 전에 심근의 상태를 고려한다. 일반적으로 교감신경 자극
기관지확장제를 사용하나 심장 감작제를 사용하는 것이 고령의 심장질환자의 경우 부
정맥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선택에 주의하여야 한다.
⟹ 소아의 경우 천명음이 들릴 경우 에피네프린 에어로졸을 처치한다.(2.5cc 증류수에
2.25% 라세믹 에피네프린용액 0.25~0.75ml을 혼합하여 20분 간격으로 처치한다.).
(8) 중증 환자는 심장 리듬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 고농도 페놀에 노출되면 초
기 혈압 상승을 일으키고 점차 심한 저혈압과 쇼크를 유발할 수 있다. 페놀에 대한 피
부 노출 후에도 심장 부정맥과 서맥이 보고되고 있다.
(9) 눈 부위 노출 혹은 자극 증상이 있을 때, 최소 15분 이상 혹은 통증이 완화될 때까지
담수로 씻어내야 한다.
(눈에 2차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콘택트렌즈 등은 제거한다. 만약 부식성 물질이 의심
되거나 통증이나 손상이 명확하다면 환자를 중환 처치 구역으로 이송하는 동안에도 계
속 안구를 세척한다.)
(10) 음독시에는 절대로 환자에게 구토를 유도하지 않도록 한다. 만약 환자가 의식이 명료
하고 증상이 없으며 정상 구역반사를 보인다면 활성탄 현탁액(activated charcoal)을
1g/kg용량(보통 성인 60~90g, 소아 25~50g)으로 투여한다. 탄산 음료와 빨대가 있으
면 소아 환자들에게 활성탄 현탁액(activated charcoal)을 제공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
(11) 의식이 있고 삼킬 수 있는 환자에게는 120~240ml의 우유, 달걀 흰자 또는 젤라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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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을 준다.
(환자가 토한 오염물은 직접 접촉 위험이나 페놀 기체가 생성될 위험 등의 간접 접촉
위험이 있어 의료진이나 주변인들이 접촉 시 2차적인 중독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밀폐
된 공간에 고립 저장해야 한다.)
(12) 소아 환자는 많은 양의 부식성 물질을 섭취하지 않으며, 비위관 삽관으로 인한 천공의
위험 때문에 내시경으로 관찰하며 비위관을 삽입하지 않았다면, 위세척은 권장되지 않
는다.
(13) 페놀에 대한 해독제는 없다. 숯을 이용한 활성탄 혈액관류(charcoal hemoperfusion)
는 혈액에서 유리된 페놀을 제거 할 수는 있고, exchange transfusion은 페놀 중독
의 치료에 제안되어 왔지만 임상적 가치는 증명되지 않았다.
(14) 환자는 메트헤로글로빈 혈증(methemoglobinemia)을 검사해야 한다. 증상이 있는 환
자는 1~2 mg/kg 의 1% methylene blue를 정맥 내로 서서히 투여하여 치료해야 한
다. 추가 용량이 필요할 수 있다.
(15) 제염시에도 빠른 처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환자의 생체 활력징후가 불안정
하거나 의식이 없다면 ALS 프로토콜대로 진행함으로 제염을 대치한다.

[ 전신 화상시 처치 ]
(1) 페놀 액체에 피부가 닿으면 화학적 화상을 입을 수 있고, 빠르게 흡수되어 전신 독성에
기여할 수 있다.
(2) 페놀에 의한 화학적 화상 환자를 치료하는 동안 의료진은 보호복과 장갑(부틸 고무장갑
및 앞치마)을 착용해야 한다.
(3) 열에 의한 화상에 준해 치료한다.
(4) 고압 샤워로 씻은 후(물의 양이 적으면 단순히 페놀을 희석하고 노출 면적을 넓힐 수
있다) 에는 피부를 적어도 15분 동안 비누와 물로 씻어낸다.
(5) 노출된 페놀을 50 %로 희석 할 수 있는 low-molecular-weight polyethylene glycol
(PEG 300 또는 PEG 400)을 사용해 반복적으로 닦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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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페놀 냄새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치료한다.
(7) PEG가 없으면 대신 글리세린 용액을 사용할 수 있다.
(8) PEG, 글리세린 용액 중 어느 것도 이용할 수 없다면 고압 샤워로 씻은 후 피부를 적어
도 15분 동안 비누와 물로 씻어낸다.
(9) 소아 환자들은 몸무게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커다란 체표면적 때문에 피부를 통해 흡수
되는 독성 물질들에 더 취약하다. 또한 응급실 의료진은 소아들이 손을 입에 갖다 대는
빈도가 많다는 점을 근거로 소아들의 구강도 검사해야 한다.

[ 눈 노출 환자의 처치 ]
(1) 강한 페놀 용액의 접촉시 눈 표면의 흐림, 눈의 염증 및 눈꺼풀 화상을 포함하여 심한
눈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2) 적절한 안구 세척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다. 적어도 15분 이상 혹은 통증이 완화될
때까지 많은 양의 미지근한 생리 식염수로 씻어내야 한다. 시력(Visual acuity)을 테스
트한다. 각막 손상 가능성을 고려하여 눈을 검사하고 적절히 치료한다. 각막 손상이 있
는 경우는 즉각 안과 협진을 시행한다.

[ 호흡기 노출 환자의 처치 ]
(1) 페놀 기체에 흡입 노출된 환자가 호흡곤란 증상이 있다면 마스크로 산소를 공급한다.
(2) 기관지 경련이 있는 환자들은 분무화된 기관지 확장제로 치료한다. 어떤 종류의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할지 선택하기 전에 심근의 상태를 고려한다. 일반적으로 교감신경 자극
기관지확장제를 사용하나 심장 감작제를 사용하는 것이 고령의 심장질환자의 경우 부
정맥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선택에 주의하여야 한다.
⟹ 소아의 경우 천명음이 들릴 경우 에피네프린 에어로졸을 처치한다.(2.5cc 증류수에
2.25% 라세믹 에피네프린용액 0.25~0.75ml을 혼합하여 20분 간격으로 처치한다.)
(3) 중증 노출 환자는 심장 리듬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 고농도 페놀에 노출되
면 초기 혈압 상승을 일으키고 점차 심한 저혈압과 쇼크를 유발할 수 있다. 페놀에 대
한 피부 노출 후에도 심장 부정맥과 서맥이 보고되고 있다.

- 222 -

사. 상급기관 전원 지침
(1) 임상진찰 결과 심각한 수준으로 노출되었거나, 호흡기계, 심혈관계, 중추신경계 등의 이
상 소견이 있는 환자는 상급기관으로 전원의뢰 한다.
(2) 음독했거나 피부나 눈, 인후두 부위에 직접 페놀에 접촉한 병력이 있는 환자는 상급기
관으로 전원의뢰 한다.
==> 지연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외래에서 최소 4시간에서 6시간 이상 경과 관찰을 해
야 한다.
==> 지연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모든 환자는 24시간 이내에 증상에 관한 문진 및 흉부
방사선 검사, 소변, 혈액 검사를 재차 받아야 하며 각막 손상 환자들은 24시간이내에
안과 외래 재진을 받아야 한다.
(3) 상급기관 전원 사유
==> 페놀 노출에 의한 중추신경 자극 증상, 우울증, 혼수 및 발작, 메스꺼움, 구토, 설사,
메트헤모글로빈 혈증, 용혈성 빈혈, 대사성 산증, 다량 발한, 저혈압, 부정맥, 폐부종
및 빈맥 등의 증상 발생시 추가적 조치를 위해서이다.

아. 외래진료 및 추적관찰 지침
(1) 짧은 시간의 호흡기 노출이고 무증상인 환자인 경우, 2시간 이상 증상 발현 여부 관찰
후 증상이 없으면 연락처를 남기고, 환자용 물질정보 시트와 증상 발현시를 대비한 의
학적 후속조치 안내 지침서를 받아서 귀가 할 수 있다.
(2) 노출 후에 최소 2시간에서 4시간 동안 무증상인 환자들 또한 환자용 물질정보 시트와
추후 증상 발현시를 대비한 의학적 후속조치에 관한 지침서를 받고 귀가하도록 한다.
(3) 노출이 의심되어 진료를 받은 모든 환자들은 반드시 24시간 후 다시 진료하고 자각증
상에 관해 문진, 폐부종이나 중추신경계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혈액, 소변검사, 흉부방
사선 추적검사 등을 시행한다.
(4) 24시간 지연되어서 발현되는 증상이 있다면 필요에 따라 추가적 검사와 추적 흉부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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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5) 대부분의 화학물질 노출에 따른 지연 증상은 48시간 이내에 발현된다.
(6) 48시간 경과 이후에도 추가적인 발현 증상이 없다면, 이후부터는 대증적 치료를 시행한
다.

자. 건강영향조사를 위한 참고사항
(1) 설문조사 및 외래진료 결과, 진료 의료인은 화학사고 노출과의 관련성에 대해 (관련있음
/관련없음) 등으로 판정하여 의견을 기술한다.
※ “관련 있음”으로 판정된 환자는 별도의 명단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2)

추후 시행

가능한

건강영향조사를 대비하여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용

소변을

40~60mL정도 수집하여 튜브에 날짜, 채취시간, 이름(년번) 표기하고 -20℃에서 냉동
보관한다. (추후 건강영향조사단에서 수거 또는 폐기 안내예정)

(3) 건강영향조사단의 특별한 지시가 없을 경우에는 소변 시료만 채취한다.

- 224 -

차. 환자용 물질정보 시트
※ 이 유인물은 페놀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 및 후속조치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1. 페놀이란 무엇입니까?
페놀은 투명, 반투명, 연 분홍색의 결정체, 백색 분말 또는 투명한 액체로 존재합니다.
페놀은 달콤하고 자극적인 냄새가 나며, 상업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플라스틱, 수지, 비
료, 도료, 사진 현상액 및 일부 의약품 등의 제품 생산에 사용됩니다.
2. 페놀 노출에 의해 즉시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의 영향은 무엇입니까?
페놀에 의한 중독 증상은 페놀이 피부 또는 눈을 통해 흡수 되었을 때, 호흡기로 흡입
되었을 때, 또는 입으로 삼켰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부와 눈의 증상은 노출된 량
과 노출 시간에 따라 가볍거나 중한 화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페놀의 호흡기 노출에
도 코, 목구멍 및 폐, 기관지의 화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폐에 심한 손상을 입히면
폐수종으로 호흡이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페놀을 경구로 삼켰을 때는 소화기관의 점막
손상으로 내부 출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노출이 심할수록 증상은 더 심합
니다. 페놀은 피부, 폐 및 위장을 통해 몸에 쉽게 흡수됩니다. 뇌는 페놀 노출시 매우
민감한 장기이며, 흡수된 페놀은 규칙적인 호흡을 통제하는 뇌의 기능을 방해하여 발작
과 혼수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장의 리듬을 변화시켜 위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3. 페놀 중독은 치료 될 수 있습니까?
페놀에 대한 해독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증상이 발생한 경우 치료할 수 있으며 노출된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회복됩니다. 페놀에 심각한 노출이 발생한 경우 입원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페놀이 눈에 들어갔을 경우, 안과의사가 눈에 특별한 염료를 넣고
확대 장치를 사용하여 검사할 수 있습니다. 페놀을 경구로 삼킨 경우, 위장에 페놀을 흡
수하는 활성탄을 함유한 용액을 제공받았을 수 있습니다.
4. 향후 건강에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단일 소량 노출에 의해 발생한 증상이 빠르게 회복된 사람들은 증상이 지연되어 발생하
거나 장기간 인체에 영향을 일으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심한 노출 후 최대 24 시
간 동안 어떠한 증상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연되어 발생 가능한 증상은 호흡
기나 중추 신경계 증상으로 지속적인 관찰과 24시간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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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페놀에 노출된 사람에게 어떤 검사를 할 수 있습니까?
증상의 중증도에 따라 의사는 혈액 검사, 소변 검사, 흉부 X 선 검사, 심장 모니터링 검
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검사는 심장, 신장, 폐 또는 신경계의 손상 여부를 확
인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노출이 심하면 비정상적으로 많은 양의 페놀을 소변에
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출된 모든 경우에 노출평가 검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
니다.
6. 페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하거나 유해가스노출 환경보건
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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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환자용 후속지침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고, 다음 진료예약 확인 및 표기된 지침을 따르십시오.
24시간 이내에 특이증상 또는 징후가 발생하는 경우 응급실 또는 예약의사에게 전화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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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

) 일 재진 예

약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십시오.

[ ] 추후 추적검사 및 진료를 위한 진료예약
(

) 응급실 / 클리닉, (

)월/(

)일, AM/P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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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일 동안은 업무에 복귀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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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어도 72시간 이상 담배연기에 노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담배연기가 폐의 상태를 악
화시킬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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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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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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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의사 서명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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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크실렌
가. 화학물질 정보
(1) 동의어

o-자일렌(o-크실렌)(o-xylene), o-다이메틸벤젠(o-dimethylbenzene);
1,2-다이메틸벤젠(1,2-dimethylbenzene), o-메틸톨루엔(o-methyltoluene),
2-메틸톨루엔(2-methyltoluene), 오쏘-자일렌(ortho-xylene), 1,2-자일렌(1,2-xylene),
자일렌(xylene), o-자일올(o-xylol)
(2) 물리·화학적 성질 (ortho-, meta-, and para-xylene 각각 순서대로)
∙ C A S N o : 1330-20-7(mixed), 95-47-6(ortho),
108-38-3(meta), 106-42-3(para)
∙ 분자식 및 구조식 : (C6H4)(CH3)2

∙ 모양 및 냄새 :
무색 투명한 인화성 액체로서 방향족의 달콤한 냄새 (냄새 역치 : 0.07-40 ppm)
∙ 분 자 량 : 106.2 (1 ppm = 4.34 ㎎/㎥)
∙ 비 중 : 0.8802(o), 0.8642(m), 0.8611(p)
∙ 녹 는 점 : -25.18℃(o), -47.87℃(m), 13.26℃(p)
∙ 끓 는 점 : 144.41℃(o), 139.12℃(m), 138.35℃(p)
∙ 증 기 밀 도 : 3.7․ 증 기 압 6.8㎜Hg(o), 8.3㎜Hg(m), 8.9 ㎜Hg(p)
∙ 인 화 점 : 17℃(o), 25℃(m, p) 밀폐상태
∙ 폭 발 한 계 : 공기 중 1.0~7.0%
∙ 전 환 계 수
∙ 용 해 도 : 물에 녹지 않고, 에탄올, 디에틸에테르 등 유기용제에는 잘 녹음
∙ 기 타
상온에서 폭발할 수 있으며 강한 산화제와 접촉하면 불이 나고 폭발한다. 연소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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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화탄소와 같은 유독가스가 방출된다.
(3) 발생원 및 용도
화학합성제 및 플라스틱, 향료, 구충제, 에폭시수지, 의약품, 피혁 제조업장에서 페인트,
락카, 니스, 잉크, 염료, 접착제, 세척제의 용제로서 사용
(4) 주로 노출되는 공정
화학합성제 및 플라스틱 제조, 향료, 구충제, 에폭시수지, 의약품, 피혁 제조

나. 임상적 물질정보
(1) 흡수 및 대사
∙ 흡수 : 주로 호흡기를 통하여 흡수되지만, 피부를 통해서도 흡수된다.
∙ 대사 : 체내에서 o-, m-, p-methylbenzoic acid를 형성한다.
∙ 배설 : o-, m-, p-methylhippuric acid로 배설된다.
∙ 반감기 : 생물학적 반감기는 대략 3시간 정도이다.
(2) 표적장기별 건강장해
1) 급성 건강영향
사람에서 두통, 피로감, 자극, 나른함, 위장관 증상(구역, 구토), 심혈관계 증상 등이 나
타난다. 크실렌은 200 ppm 이상에서 눈과 호흡기를 자극한다. 다량의 크실렌은 중추신
경계의 기능을 저하시키며, 카테콜아민(catecholamine)의 부정맥 유발 효과에 대한 심근
의 감수성을 증가시킨다.
2) 만성 건강영향
i. 신경계
- 경한 증상은 두통, 도취감, 어지러움, 혼란, 메스꺼움, 판단장애, 실조, 안구조절장애
등이며, 중한 증상은 시야 혼탁, 진전, 빠른 호흡, 마비, 의식소실, 사망까지 발생할
수 있다.
ⅱ. 호흡기계
- 크실렌 증기에 급성으로 노출되면 호흡기계통의 점막을 자극시킨다. 다량 노출되면
폐부종, 호흡부전이 올 수 있다. 흡인 시에는 화학적 폐렴을 일으킨다.
iii. 심혈관계
- 다량의 크실렌은 심장 기능의 이상을 일으킨다. 노출된 후 바로 심한 육체운동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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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경우 부정맥으로 안한 심정지가 상습적인 본드흡인 중독자에게서 보고되었다.
iv. 비뇨기계
- 다량 흡입 후 혈뇨와 단백뇨가 일어날 수 있으며 노출 중지 후에는 가역적이다. 다량
노출 시 대사성 산증을 일으킨다. 전해질, 산 ․ 염기 이상이 신세뇨관성 산증, 저칼륨
혈증, 저인산혈증을 일으킨다. 술(알코올)이나 아스피린이 크실렌의 체내 반감기를 연
장시킨다.
v. 간담도계
- 간 종대를 일으킬 수 있으며 간독성이 있다.
vi. 눈, 피부, 비강, 인두
- 크실렌에 장기간 반복적으로 노출되었을 때 상당한 피부자극을 일으키며 탈지방성 피
부염을 일으킨다. 수포, 발적, 건조가 생길 수도 있다.
vii. 생식계
- 크실렌에 노출된 여성 근로자에서 월경 장애 특히 비정상 출혈이 관찰되며, 남성 근
로자의 부인들에서 자연유산과 기형의 빈도가 증가된다는 보고가 있다.
viii. 기타
- 고농도의 크실렌 중기는 눈에 자극을 일으키지만 손상까지 이르는 경우는 드물다. 눈
에 들어갔을 때는 타는 듯한 통증, 각막 손상, 각막상피의 박리를 일으킨다. 삼켰을
때, 오심, 구토, 설사를 일으킨다.
3) 발암성
- EPA에서는 D(Not Classifiable as to Human Carcinogenicity)
- ACGIH에서는 A4(Not Classifiable as a Human Carcinogen)
- IARC에서는 3(Unclassifiable as to Carcinogenicity in Humans)
(3) 노출기준
1) 기중 노출기준
- 한국(고용노동부, 2013) TWA : 100 ppm (435 ㎎/㎥) STEL : 150 ppm (655 ㎎/㎥)
- 미국(TLV; ACGIH, 2011) TWA : 100 ppm STEL : 150 ppm
- 기준 설정의 근거: 눈과 호흡기 자극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수준에서 설정함
(4) 생물학적 모니터링
1) 미국 (BEI; ACGIH, 1999) : 작업종료 후 채취소변 메틸마뇨산(methyl hippuric acid)
: 1.5 g/g creatinine
2) 독일(BAT, 1999) : 작업종료 후 채취한 소변의 메틸마뇨산(methyl hippuric acid)
: 2 g/ℓ 작업종료 후 채취한 혈중 크실렌 :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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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HO(1999) : 작업종료 후 채취한 소변의 메틸마뇨산(methyl hippuric acid)
: 1.4 g/ℓ

(5) 참고문헌
1) ACGIH. Documentation of the TLV's and BEI's with Other World Wide
Occupational Exposure Values. Cincinnati. 2010.
2) Toxnet HSDB available: http://toxnet.nlm.nih.gov [cited 15 September 2012]
3) ATSDR Toxicological Profile. Available: http://www.atsdr.cdc.gov/ [cited 15
September 2012]
4) Fiedler N.L., Organic Solvents and Fuels. In: Rom WN (eds) Environmental
and Occupational Medicine. 4th ed. Lippincott-Raven Pub. Philadelphia. 2006.
pp 1102-19

다. 주요 문진항목
- 소량의 크실렌 증기 흡입은 두통, 어지러움, 나른함과 오심을 유발 할 수 있다.
- 좀더 심각히 노출되었을 때는 졸림, 비틀거림, 비정상 심박동, 기절 과 심지어는 사
망까지도 유발 할 수 있다.
※ 일반적으로 심각하게 노출될수록 증상도 심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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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현재 주된 증상(주소)
1) 화학사고 이후 노출에 의해 발생한 증상
- 작성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현재의 주된 자각증상을 확인한다.
- 특유의 자각증상 없이 막연한 산발적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에도 설문지 작성외의 증상
들은 기술하고 필요시 추적 조사하여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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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적 진단에 있어 임상진찰이나 임상검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자각증상의 조사이
다.
(2) 직업력, 거주지
1) 작성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화학사고 이후 노출에 의해 발생한 증상과
관련이 있을 만한 직업력 및 거주지에 관한 정보를 상세화한다.
- 현재 직업력 : 업체명, 직종, 작업형태, 기간, 취급물질 등 직접 종사 작업
- 현재 거주지 (현 거주지가 화학물질 노출지역인 경우 중요)
(3) 노출력 조사
※ 작성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화학사고 당시의 노출력에 대해 아래와 같이 확인한다.
1) 노출 시 노출원과의 거리
2) 노출시간
3) 노출 시 상황(야외 활동, 실내근무, 보호구 착용여부 등 직접노출, 간접노출 등에 관한
정보)
4) 대피여부 및 대피방법, 대피 시 상황 등
5) 노출지역 주변의 식물(벼, 과수 등 농작물)의 고사 여부, 사업장 및 주택 등 건물 손상
여부
(4) 과거 병력조사
1) 작성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화학사고 이후 노출에 의해 발생한 증상과 관련이 있을만한
과거 병력에 관한 정보를 상세화한다.
2) 과거병력 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 일반 질병과 화학사고 이후 노출에 의해 발생한 증상과 관련 질환의 가능성이 높은 질
병으로 나누어 치료력이 있는 질병 및 외상에 관하여 조사한다.
(5) 현병력 및 생활습관 조사
- 현재의 이환상황 및 현재의 치료질병에 관하여 확인한다.
- 화학물질 노출 이후 발현 증상과 관련이 있는 질병에 관해서 조사한다.
1) 현 병명
2) 치료방법
3) 시기 : 치료개시시기
4) 생활습관 : 흡연력, 음주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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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이학적 검사항목
※ 간담도계·신경계·피부에 유의하여 진찰
※ 두통, 오심 및 비강, 인후, 피부, 안구, 호흡음 등에 유의하여 진찰
(1) 전신상태
- 활력징후 체온, 맥박, 호흡수, 혈압, 신장과 체중
- 체중변화, 권태감, 피로감, 발열, 오한, 발한, 식욕부진, 불면 등
- 정신상태 : 불안, 불면, 의식상태, 감정, 주의력, 기억력 등
(2) 심혈관계, 호흡기계
1) 심음 및 폐음 확인
- 기침, 가래, 호흡곤란, 객혈, 흉통, 천명, 청색증, 심계항진 등
- 호흡음, 호기의 연장, 습성 라음, 건성 라음, 기침후의 라음(posttussive rales), 마찰
음(friction rub), 천명, 흉성(pectoriloquy), 기관지성(bronchophony)
(3) 정신 신경계
- 초조, 불안, 우울, 불면, 조증 등
- 두통, 현기증, 외상, 동통, 강직(stiffness), 종창
- 성격 혹은 정신상태의 변화, 기억력 저하, 지각장애, 감각장애, 보행장애, 근력저하 혹은
마비, 운동실조 등
- 행동 : 행동과잉, 무의지증, 실행증(apraxia)
- 구음장애(dysarthria), 발성장애(dysphonia), 실어증(aphasia)
- 신경근성 분포의 동통, 이상감각 및 근력저하, 양측성 원위부 감각장애
(4) 이비인후과계
- 인후두 점막 자극증상 및 소견 기술 (특히 후두부 중격 발적소견)
- 구강 : 구취, 잇몸출혈, 구강점막의 병변, 타액분비항진, 구내건조감, 혀의 동통, 지각이
상, 미각장애, 설태, 궤양, 색소침착, 점막진(enanthem)
- 성대 : 쉰목소리, 발성장애
- 귀 : 청력장애(난청), 이명, 현훈, 분비물(이루), 이통
- 코 : 분비물, 비출혈, 비폐색, 궤양, 후각 장애
(5) 안과적 소견
- 시력장애, 복시, 암점, 안구작열감, 눈물, 동통, 건조, 발적, 창백, 충혈,
점상출혈(petechiae), 각막혼탁, 반흔, 궤양 등 각막손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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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피부과적 소견
- 색조의 변화, 성상(긴장도, 습윤도, 경도), 피부발열, 부종, 발진, 반점, 혈관확장, 수장홍
반, 출혈, 발한(sweating), 피부홍조(flushing), 피부퇴색(blanching)
- 피부 통증, 발진, 수포, 가려움증, 모발 및 손톱의 색조변화, 손톱의 변형, 황달

마. 임상검사 항목
(1) 혈액 및 소변검사
1) CBC c Diff
2) Electrolyte Panel (5종 Na, K, Cl, P, Ca)
3) RFT (BUN/Cr), UA
4) LFT (AST/ALT, Total bilirubin, direct bilirubin, indirect bilirubin)
5) Glucose, Serum lactate
6) Blood Xylene level
7) Urine methylhippuric acid level
(2) 호흡기 및 심혈관계 검사
1) EKG
2) Cardiac marker, CoHb
3) 심각한 흡입 노출 및 폐흡인 예상 시
==> Chest PA/Lat, pulse oximetry, ABGA

바. 응급처치 지침
(1) 크실렌은 현재 해독제가 없는 화학물질이다. 대응 의료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화
학물질대비 개인보호구(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 Level C 를 착용한다.
단, 특수 상황에서는 드물게 Level B가 필요할 수도 있다. PPE (예: Tyvek또는
Saranex 등) 또는 부틸(butyl) 고무 재질의 앞치마, 여러 겹의 라텍스 장갑, 눈 보호
장비 등을 착용한다.
(2) 환자가 병원 내원 전 단계에서 단순히 크실렌 기체에 노출 되었고 제염 처치를 받았으
며 피부나 눈의 자극 증상이 없다면 전문 생명 소생술(Advanced Life support, 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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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토콜에 따라 ABC(Airway, Breathing, Circulation)순서로 중환자 진료 구역에서
진료를 진행한다.
(3) 만약 제염 처치를 받지 않았거나 크실렌 액체에 접촉이 의심되거나 피부나 눈에 제염을
요하는 자극증상이 있는 모든 환자는 응급실 입실 전 제염 구역(Decontamination
Zone)에서 먼저 제염을 시행한다.
(4) 의료인은 소아 환자의 경우 보호구 착용으로 인해 공포를 조장하여 좀 더 처치하기가
힘들 수 있음을 인지하고 사전에 대처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어야 한다.
(5) 소아 환자들은 몸무게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커다란 체표면적 때문에 피부를 통해 흡수
되는 독성 물질들에 더 취약하다. 또한 응급실 의료진은 소아들이 손을 입에 갖다 대는
빈도가 많다는 점을 근거로 소아들의 구강도 검사해야 한다.
(6) 기도, 호흡, 혈액 순환을 평가하고 보조한다. 호흡 부전이 있는 경우에는 기관 삽관을
통해 기도와 호흡을 확보한다. 만약 불가능 하면 기관 절개나 윤상 갑상 연골 절개와
같은 외과적인 방법으로 기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한다.
(7) 기관지 경련이 있는 환자들은 연무화된 기관지 확장제로 치료한다. 그러나 에피네프린
이나 이소프로테리놀과 같은 교감 신경 흥분제의 사용은 치명적인 부정맥을 촉발할 수
있어서 피해야 한다. 선택적 베타-2 작용제가 선호되나 그것들을 사용했다는 임상적인
보고는 부족하다.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저혈압이거나 경련이나 심실 부정맥을 보인다
면 기존 ALS 프로토콜에 따라 ABC순서로 위험 소견에 우선순위를 두고 진료를 진행
해야 한다.
(테오필린 유도체들은 연구가 되어 있지 있다. 심부정맥 발생의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카테콜아민은 주의하며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어떤 종류의 기관지 확장제
가 투여되어야 할지 결정하기 전에 심근 건강을 고려해야 한다.)
(8) 기본 제염 시에는 환자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으면 자신들이 제염을 하도록 한다. 오염
된 옷가지와 개인 소유물을 각각 다른 봉투에 보관하고 가능한 빨리 제거하는 것이 매
우 중요하다.
(9) 크실렌에 젖어 있는 환자의 옷은 신속히 제거하되 증기 형태의 분무 오염 가능성 등의
2차 오염에 주의 한다. 크실렌 액체에 오염된 피부와 머리는 담수로 3~5분 가량 (가능
하면 샤워기 세척으로) 충분히 세척하고 비누질 후 2번째로 세척한다. 물로 철저히 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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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어린이나 노인의 경우 차가운 물로 오염물질 제거 시 저체온 증을 예방하기 위해 적
절히 담요나 워머를 사용한다)
(10) 눈 부위 노출 혹은 자극 증상이 있을 때, 최소 5분 이상 혹은 통증이 완화될 때까지
담수로 씻어내야 한다.
(눈에 2차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콘택트렌즈 등은 제거한다. 만약 부식성 물질이 의심
되거나 통증이나 손상이 명확하다면 환자를 중환 처치 구역으로 이송하는 동안에도 계
속 안구를 세척한다.
안통 및 안검 경련 발생 시 증상완화를 위해 안과용 마취제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단, 크실렌과 반응을 일으켜 손상을 줄 수 있는 다음의 약물들은 같이 투여함을 피한
다.
예) strong oxidizers, strong acids
(11) 음독 시에는 절대로 환자에게 구토를 유도하지 않도록 한다. 탄화수소 흡착을 위한 활
성탄의사용은 제한되어 있지만, 특히 혼합된 과용량의 경우에는 일부 효과를 볼 수도
있다. 만약 환자가의식이 명료하고 증상이 없으며 정상 구역반사를 보인다면 활성탄
현탁액을 1g/kg용량(보통 성인은 60~90 g, 소아는 25~50 g)으로 투여한다. 캔 음료
수와 빨대가 있으면 소아 환자들에게 활성탄 현탁액(activated charcoal)을 제공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
(환자가 토한 오염물은 직접 접촉 위험이나 자일렌 기체가 생성될 위험 등의 간접 접
촉 위험이 있어 의료진이나 주변인들이 접촉 시 2차적인 중독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밀폐된 공간에 고립 저장해야 한다.)
(12) 제염 시에도 빠른 처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환자의 생체 활력징후가 불안정
하거나 의식이 없다면 ALS 프로토콜대로 진행함으로 제염을 대치한다.
대응 의료진들은 화학물질 방호 슈트(예 : Tyvek또는 Saranex 등) 또는 부틸 고무
재질의 앞치마, 여러 겹의 라텍스 장갑, 눈 보호 장비 등을 착용한다. (염산에 젖은 옷
이나 환자의 피부에 접촉하면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

[ 전신 화상 시 처치 ]
(1) 우선 환자 제염이 확인되면 환자를 중환자 처치 구역으로 옮겨 온열 화상에 준해 치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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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노출 환자의 처치 ]
(1) 제염 단계에서 눈 부위 노출 혹은 자극 증상이 있을 때, 최소 5분 이상 혹은 통증이 완
화될 때까지 담수로 씻어내야 한다.
(2) 중환 처치 구역으로 옮긴 후에는 적절한 안구 세척이 이루어 졌는지를 확인한다. 안되
어 있으면 최소 5분 이상 혹은 통증이 완화될 때까지 생리 식염수로 세척해야 한다. 시
력(Visual acuity)을 테스트한다. 각막 손상 가능성을 고려하여 눈을 검사하고 적절히
치료한다. 각막 손상이 있는 경우는 즉각 안과 협진을 시행한다.

[ 호흡기 노출 환자의 처치 ]
(1) 크실렌 기체에 흡입 노출된 환자가 호흡곤란 증상이 있다면 마스크로 산소를 공급한다.
기관지 경련이 있는 환자들은 분무화된 기관지 확장제로 치료한다. 그러나 에피네프린
이나 이소프로테리놀 같은 교감신경흥분 제제들은 치명적인 부정맥을 촉진 할 수 있으
므로 사용을 피해야 한다. 선택적인 베타-2 작용제들의 사용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음독형태 노출 환자의 처치 ]
(1) 음독 시에는 절대로 환자에게 구토를 유도하지 않도록 한다. 탄화수소 흡착을 위한 활
성탄의 사용은 제한되어 있지만, 특히 혼합된 과용량의 경우에는 일부 효과를 볼 수도
있다. 만약 환자가 의식이 명료하고 증상이 없으며 정상 구역반사를 보인다면 활성탄
현탁액을 1g/kg용량(보통 성인은 60~90 g, 소아는 25~50 g)으로 투여한다. 탄산 음료
와 빨대가 있으면 소아 환자들에게 활성탄 현탁액(activated charcoal)을 제공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
(2) 작은 비위관 위세척 적응증
1) 다량 음독 상황
2) 환자의 상태가 응급실 내원 30분 이내 평가 되는 경우
3) 환자가 구강 내 병변을 갖고 있거나 지속적인 식도부위 불편감을 호소
4) 음독 후 1시간 이내에 위세척이 가능한 경우
(3) 소아 환자의 천공의 위험이 있으므로 내시경 가이드가 되는 경우에만 위세척을 시행한
다.
(4) 독성 구토물 이나 위 세척액은 세척 튜브를 고립된 벽면 흡인기나 다른 밀폐된 공간에
연결하여 고립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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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크실렌을 음독한 환자가 기침을 하거나 호흡곤란 소견을 보이면 흡인성 폐렴이 발생 가
능성을 고려하여 대처한다.

사. 상급기관 전원 지침
(1) 임상진찰 결과 심각한 수준으로 노출되었거나, 호흡기계, 심혈관계 등의 이상 소견이
있는 환자는 상급기관으로 전원의뢰 한다.
(2) 음독했거나 피부나 눈, 인후두 부위에 직접 크실렌에 접촉한 병력이 있는 환자는 상급
기관으로 전원의뢰 한다.
==> 지연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외래에서 최소 4시간에서 6시간 이상 경과 관찰을 해
야 한다.
==> 지연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모든 환자는 24시간 이내에 증상에 관한 문진 및 흉부
방사선 검사, 소변, 혈액 검사를 재차 받아야 하며 각막 손상 환자들은 24시간이내에
안과 외래 재진을 받아야 한다.
(3) 상급기관 전원 사유
==> 크실렌 노출에 의한 화상, 폐손상, 소화기계 손상 등의 증상 발생 시 추가적 조치를
위해서이다.

아. 외래진료 및 추적관찰 지침
(1) 짧은 시간의 호흡기 노출이고 무증상인 환자인 경우, 1시간 이상 증상 발현 여부 관찰
후 증상이 없으면 연락처를 남기고, 환자용 물질정보 시트와 증상 발현시를 대비한 의
학적 후속조치 안내 지침서를 받아서 귀가 할 수 있다.
(2) 노출 후에 최소 4시간에서 6시간 동안 무증상인 환자들 또한 환자용 물질정보 시트와
추후 증상 발현시를 대비한 의학적 후속조치에 관한 지침서를 받고 귀가하도록 한다.
(3) 노출이 의심되어 진료를 받은 모든 환자들은 반드시 24시간 후 다시 진료하고 자각증
상에 관해 문진 및 혈액, 소변검사, 흉부방사선 추적검사 등을 시행한다.

- 238 -

(4) 24시간 지연되어서 발현되는 증상이 있다면 필요에 따라 추가적 검사와 추적 흉부방사
선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5) 대부분의 화학물질 노출에 따른 지연 증상은 48시간 이내에 발현된다.
(6) 48시간 경과 이후에도 추가적인 발현 증상이 없다면, 이후부터는 대증적 치료를 시행한
다.

자. 건강영향조사를 위한 참고사항
(1) 설문조사 및 외래진료 결과, 진료 의료인은 화학사고 노출과의 관련성에 대해 (관련있음
/관련없음) 등으로 판정하여 의견을 기술한다.
※ “관련 있음”으로 판정된 환자는 별도의 명단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2)

추후 시행

가능한

건강영향조사를 대비하여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용

소변을

40~60mL정도 수집하여 튜브에 날짜, 채취시간, 이름(년번) 표기하고 -20℃에서 냉동
보관한다.

(추후 건강영향조사단에서 수거 또는 폐기 안내예정)

(3) 건강영향조사단의 특별한 지시가 없을 경우에는 소변 시료만 채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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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환자용 물질정보 시트
※ 이 유인물은 크실렌 가스 또는 크실렌 용액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 및 후속조
치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1. 크실렌(동의어: 자일렌, 디메틸벤젠, 메틸 톨루엔, 자일롤)이란 무엇입니까?
크실렌은 달콤한 향을 가진 맑고 투명한 액체이며, 원유로부터 얻어지며 페인트, 접착
제, 살충제와 같은 많은 제품들에서 널리 사용됩니다. 휘발유에서도 소량이 발견됩니다.
2. 크실렌 노출에 의해 즉시 발생될 수 있는 건강상의 영향은 무엇입니까?
소량의 크실렌 증기 흡입은 두통, 어지러움, 나른함과 오심을 유발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심각히 노출되었을 때는 졸림, 비틀거림, 비정상 심박동, 기절 과 심지어는 사망까지
도 유발 할 수 있습니다. 크실렌 증기는 피부, 눈, 폐를 경한 정도로 자극합니다. 만약
크실렌 액체가 피부에 닿으면 타는 듯 한 통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눈에 튀면 눈에 손
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심각하게 노출될 수 록 증상도 심합니다.
3. 크실렌 중독은 치료될 수 있습니까?
크실렌의 해독제는 없지만 중독의 증상은 치료될 수 있고 대부분의 노출환자들은 나아
집니다. 심각한 증상을 보인 환자는 입원해야 합니다.
4. 향후 장기간 건강상의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소규모 단일 노출에 의해 발생한 증상이 빠르게 회복된 사람들은 증상이 지연되어 재발
하거나 장기간 인체영향을 일으킬 가능성이 낮습니다. 반면 심한 노출인 경우에는 수일
까지도 지연되어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반복적인 크실렌 흡입은 뇌, 근육, 심장
과 신장에 영구적인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5. 크실렌에 노출된 사람에게 어떤 검사를 할 수 있습니까?
혈액이나 소변에서 크실렌의 존재를 위한 특정한 검사들은 일반적으로 의사에게 유용하
지는

않습니다.

만약

크실렌의

용량이

높으면

크실렌의

대사물인

메틸마뇨산

(Methylhippuric acid)을 소변에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심각하게 노출 되었을 때는 혈
액, 뇨 분석과 다른 검사들을 통해 뇌와 심장 또는 신장이 손상을 입었는지를 밝혀줄 수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검사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6. 크실렌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하거나 유해가스노출 환경보건
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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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환자용 후속지침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고, 다음 진료예약 확인 및 표기된 지침을 따르십시오.
24시간 이내에 특이증상 또는 징후가 발현되는 경우 응급실 또는 예약의사에게 전화문의
바랍니다.
※ 특히 아래의 증상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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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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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세요.
[ ] 운전 및 기계 작동을 포함한 일상적인 활동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 ( )일 동안은 업무에 복귀하지 마십시오.
[ ] 당신은 조건부로 업무에 복귀 가능합니다. 아래의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 ] 적어도 72시간 이상 담배연기에 노출되어서는 안됩니다; 담배연기가 폐의 상태를 악화
시킬 수 있음.
[ ] 적어도 24시간 이상 술을 마셔서는 안됩니다; 술이 위장 및 다른 손상 부위를 악화시키
거나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음.
[ ] 다음과 같은 약물은 복용하지 마십시오 :
[ ] 기존에 처방받은 다음의 약물들은 계속해서 복용 가능합니다. :
다음과 같은 인터넷 웹 사이트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 안전관리정보시스템”나 “유해가
스노출 환경보건센터”에서 화학 물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환자 서명 :

날짜 :

의사 서명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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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염 소
가. 화학물질 정보
(1) 동의어
염소 분자(chlorine molecular), 이원자 염소(diatomic chlorine), 이염소(dichlorine), 분
자 염소 (molecular chlorine), 염소 분자 (Cl2)(chorine molecul(Cl2))
(2) 물리·화학적 성질
∙ C A S N o : 7782-50-5․ 분자식 및 구조식 Cl2
∙ 모양 및 냄새 :
불쾌한 냄새가 나며 대기압에서 불연성인 녹황색의 기체로, -35℃에서 호박색을 띤다.
∙ 분 자 량 : 70.91․ 비 중 2.48(상온), 1.4085 (액체, 20℃ 6.864기압),
1.5649 (액체, -35℃ 0.9949기압)
∙ 녹 는 점 : -101℃․ 끓 는 점 -34.05℃
∙ 증 기 밀 도 : 2.5 (염소가 끓는점에서)․ 증 기 압 5.83×103 ㎜Hg (25℃)
∙ 인 화 점 : 해당 없음․ 폭 발 한 계 ∙ 전 환 계 수 : 1ppm = 2.90㎎/㎥; 1㎎/㎥ = 0.344ppm (25℃, 760㎜Hg)
∙ 용 해 도 : 물에 용해되어 액상 염소, 차아염소산, 염화이온을 형성한다.
∙ 기 타
스스로 연소되고, 강한 산화제이다.
(3) 발생원 및 용도
금속용제, 수영장 물의 살균제, 표백제, 화학적 합성시약
(4) 주로 노출되는 공정
- 취급사업장 : 펄프 및 제지공업, 노킹 방지제 제조 사업장, 고무 제조 및 유기염소제품
제조 사업장, 브롬 및 요오드 제조 사업장
- 주요취급공정 : 펄프 및 제지, 노킹 방지제, 고무 및 유기염소제품 제조 공정, 브롬 및
요오드 제조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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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임상적 물질정보
(1) 흡수 및 대사
∙ 흡수 : 흡입되는 염소의 대부분은 상부 기도에서 흡수된다. 코와 입을 통한 흡수율은
비슷하다.
∙ 대사 : 생체 내에서 높은 pH로 인해 치아염소산으로 변환되어 세포에 침투하여 손상을
일으킨다.
∙ 배설 : 염소이온 형태로 소변과 대변으로 배설된다.
∙ 반감기 : 쥐에서 제거 반감기는 44 ~ 88시간이다.
(2) 표적장기별 건강장해
1) 급성 건강영향
- 치아 : 치아부식
- 호흡기계 : 기침, 심한 흉통, 목 아픔, 객혈이 있을 수 있다. 호흡곤란, 폐부종, 폐렴이
나타날 수 있다. 과다 노출 시 과호흡으로 저산소증이 나타나기도 한다.
- 눈, 코, 피부 : 눈, 코, 피부 자극을 일으키며 가려움과 통증, 염증을 일으킨다. 눈의
결막염이나 영구적 시력손상을 일으킬 수 있고 피부화상을 초래하기도 한다.
- 신경계 : 남자보다 여자에게서 두통, 의식저하가 흔하다. 다량 복용 시 쇼크, 혼수, 호
흡정지,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
2) 만성 건강영향
i. 호흡기계
- 호흡곤란, 결핵균에 취약해진다.
ii. 악구강계
- 치아 부식을 일으킨다.
ⅲ. 눈, 피부, 비강, 인두
- 코의 점막 자극을 일으킨다.
3) 발암성
발암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IARC : Group 3, ACGIH : A4)
(3) 노출기준
1) 기중 노출기준
- 한국(고용노동부, 2013) TWA : 0.5 ppm(1.5 ㎎/㎥) STEL : 1 ppm(3 ㎎/㎥)

- 243 -

- 미국(TLV; ACGIH, 2011) TWA : 0.5 ppm STEL : 1 ppm
- 기준설정의 근거 : 눈, 점막 그리고 기도 자극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준

(4) 참고문헌
1)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TOXICOLOGICAL
PROFILE FOR CHLORINE. November 2010 Available from, as of June 7, 2012:
http://www.atsdr.cdc.gov/ToxProfiles/tp.asp?id=1079&tid=36
2) WHO; Environ Health Criteria: Chlorine and Hydrogen Chloride p.46 (1982)
3)

USEPA/Office
Document

-

of

Pesticide

Chlorine

G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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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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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igibility

738-R-99-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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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ruary

1999)

Available from, as of June 7, 2007:
http://www.epa.gov/pesticides/reregistration/status.htm
4) McCord, C.P. Industrial Poisoning From Low Concentrations of Chlorine Gas.
JAMA, 1926;29:1687-9.
5) O'Neil, M.J. (ed.). The Merck Index - An Encyclopedia of Chemicals, Dr㎍s,
and Biologicals. Whitehouse Station, NJ: Merck and Co., Inc., 2006. p. 347
6) American Conference of Governmental Industrial Hygienists. Documentation
of the TLV's and BEI's with Other World Wide Occupational Exposure Values.
CD-ROM Cincinnati, OH 45240-1634 2006
7) European Chemicals Bureau; IUCLID Dataset, Chlorine (CAS # 7782-50-5)
p.98 Available from, as of June 19, 2007: http://esis.jrc.ec.europa.eu/
8) WHO/Eastern Mediterranean Regional Office; Public Information on Biological
& Chemical Threats.Chlorine. p. 17 (2003)
9) Anglen, D.M.: Sensory Response of Human Subjects to Chorine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 MI (1981)
10) Heyroth, F.F.: Halogens. In: Patty's Industrial Hygiene and Toxicology, 2nd
ed., Vol. II, PP. 845-849. Interscience Publishers, New York (1963)

- 244 -

다. 주요 문진항목
- 소량의 기체에 노출되었을 지라도 염소 흡입은 눈, 코, 목에 즉각적인 타는 듯 한
느낌과 더불어 기침, 천명음, 숨참, 눈물을 동반한 호흡 곤란을 유발할 수 있다. 그
러나 일단 노출이 멈추면 증상은 보통 빨리 사라짐.
- 다량 흡입 시 되면 목과 폐의 점막이 부어 숨쉬기가 곤란해질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심각하게 노출될수록 증상도 심하다.
▶ 호흡 곤란, 짧아진 호흡 또는 천명음(호흡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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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현재 주된 증상(주소)
1) 화학사고 이후 노출에 의해 발생한 증상
- 작성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현재의 주된 자각증상을 확인한다.
- 특유의 자각증상 없이 막연한 산발적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에도 설문지 작성외의 증상
들은 기술하고 필요시 추적 조사하여 확인한다.
- 임상적 진단에 있어 임상진찰이나 임상검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자각증상의 조사이
다.
(2) 직업력, 거주지
1) 작성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화학사고 이후 노출에 의해 발생한 증상과
관련이 있을 만한 직업력 및 거주지에 관한 정보를 상세화한다.
- 현재 직업력 : 업체명, 직종, 작업형태, 기간, 취급물질 등 직접 종사 작업
- 현재 거주지 (현 거주지가 화학물질 노출지역인 경우 중요)

(3) 노출력 조사
※ 작성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화학사고 당시의 노출력에 대해 아래와 같이 확인한다.
1) 노출 시 노출원과의 거리
2) 노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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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출 시 상황(야외 활동, 실내근무, 보호구 착용여부 등 직접노출, 간접노출 등에 관한
정보)
4) 대피여부 및 대피방법, 대피 시 상황 등
5) 노출지역 주변의 식물(벼, 과수 등 농작물)의 고사 여부, 사업장 및 주택 등 건물 손상
여부
(4) 과거 병력조사
1) 작성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화학사고 이후 노출에 의해 발생한 증상과 관련이 있을만한
과거 병력에 관한 정보를 상세화한다.
2) 과거병력 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 일반 질병과 화학사고 이후 노출에 의해 발생한 증상과 관련 질환의 가능성이 높은 질
병으로 나누어 치료력이 있는 질병 및 외상에 관하여 조사한다.
(5) 현병력 및 생활습관 조사
- 현재의 이환상황 및 현재의 치료질병에 관하여 확인한다.
- 화학물질 노출 이후 발현 증상과 관련이 있는 질병에 관해서 조사한다.
1) 현 병명
2) 치료방법
3) 시기 : 치료개시시기
4) 생활습관 : 흡연력, 음주력 등

라. 이학적 검사항목
※ 호흡기·눈·피부·비강·인두·구강에 유의하여 진찰
※ 피부, 안구, 비강, 인후, 구강, 상기도 자극 증상 등에 유의하여 진찰
(1) 전신상태
- 활력징후 체온, 맥박, 호흡수, 혈압, 신장과 체중
- 체중변화, 권태감, 피로감, 발열, 오한, 발한, 식욕부진, 불면 등
- 정신상태 : 불안, 불면, 의식상태, 감정, 주의력, 기억력 등
(2) 심혈관계, 호흡기계
1) 심음 및 폐음 확인
- 기침, 가래, 호흡곤란, 객혈, 흉통, 천명, 청색증, 심계항진 등
- 호흡음, 호기의 연장, 습성 라음, 건성 라음, 기침후의 라음(posttussive rales),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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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friction rub), 천명, 흉성(pectoriloquy), 기관지성(bronchophony)
(3) 정신 신경계
- 초조, 불안, 우울, 불면, 조증 등
- 두통, 현기증, 외상, 동통, 강직(stiffness), 종창
- 성격 혹은 정신상태의 변화, 기억력 저하, 지각장애, 감각장애, 보행장애, 근력저하 혹은
마비, 운동실조 등
- 행동 : 행동과잉, 무의지증, 실행증(apraxia)
- 구음장애(dysarthria), 발성장애(dysphonia), 실어증(aphasia)
- 신경근성 분포의 동통, 이상감각 및 근력저하, 양측성 원위부 감각장애
(4) 이비인후과계
- 인후두 점막 자극증상 및 소견 기술 (특히 후두부 중격 발적소견)
- 구강 : 구취, 잇몸출혈, 구강점막의 병변, 타액분비항진, 구내건조감, 혀의 동통, 지각이
상, 미각장애, 설태, 궤양, 색소침착, 점막진(enanthem)
- 성대 : 쉰목소리, 발성장애
- 귀 : 청력장애(난청), 이명, 현훈, 분비물(이루), 이통
- 코 : 분비물, 비출혈, 비폐색, 궤양, 후각 장애
(5) 안과적 소견
- 시력장애, 복시, 암점, 안구작열감, 눈물, 동통, 건조, 발적, 창백, 충혈,
점상출혈(petechiae), 각막혼탁, 반흔, 궤양 등 각막손상 여부
(6) 피부과적 소견
- 색조의 변화, 성상(긴장도, 습윤도, 경도), 피부발열, 부종, 발진, 반점, 혈관확장, 수장홍
반, 출혈, 발한(sweating), 피부홍조(flushing), 피부퇴색(blanching)
- 피부 통증, 발진, 수포, 가려움증, 모발 및 손톱의 색조변화, 손톱의 변형, 황달

마. 임상검사 항목
(1) 혈액 및 소변검사
1) CBC c Diff
2) Electrolyte Panel (5종 Na, K, Cl, P, Ca)
3) LFT (AST/ALT, Total bilirubin, direct bilirubin, indirect bilirub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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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Glucose, Serum lactate
(2) 호흡기 및 심혈관계 검사
1) Chest PA/Lat
2) EKG
3) Pulse Oximetry, ABGA, CoHb
4) Cardiac Marker, BNP

(3) 다량 흡입 시 hyperchloremic metabolic acidosis 합병증 발생 가능성
==> blood pH monitoring (Arterial line) 추가

바. 응급처치 지침
(1) 대응 의료진들은 화학물질대비 개인보호구(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
Level C or D를 착용 한다. (단, 옷과 피부가 산업장용 농도의 표백제나 비슷한 용액
에 젖은 경우에는 접촉하는 의료진에게 부식성 손상을 유발하고 유해한 염소 가스를
방출할 수 있기 때문에 PPE Level B 착용을 권장하나 현실적인 여건상 불가하면 최소
한 Level C를 착용한다.)
(2) 환자가 병원 내원 전 단계에서 단순히 염소 기체에 노출 되었고 제염 처치를 받았으며
피부나 눈의 자극 증상이 없다면 전문 생명 소생술(Advanced Life support, ALS)프
로토콜에 따라 ABC (Airway, Breathing, Circulation)순서로 중환자 진료 구역에서
진료를 진행한다. 소아는 성인에 비해 기도의 직경이 더 작기 때문에 부식성 재제에 더
취약 할 수 있다. 환자의 호흡에 장애가 생겼을 때에는 기관 삽관을 하여 기도와 호흡
을 확보해야 한다. 이 과정이 불가능하면 외과적 방법으로 기도를 확보해야 한다.
(3) 기관지 연축이 있는 환자들에게는 연무화된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 한다. 다수의 화학
물질에 노출된 상황에서 기관지 증감제를 사용하는 것은 부가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어떤 종류의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할지 선택하기 전에 우선 심근의 건강상태를
고려해야한다. 심장 증감제는 적절히 쓸 수 있지만 특정 화학 물질에 노출된 후에 심장
증감제의 사용은 특히 노인환자에게 심부정맥 발생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염소
중독은 기관지나 심장 증감제의 사용 동안에 추가적인 위험을 일으키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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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만약 제염 처치를 받지 않았다면 응급실 입실 전 제염 구역(Decontamination Zone)에
서 먼저 제염을 시행한다. 하지만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저혈압 이거나 경련이나 심장
부정맥을 보인다면 기존 ALS 프로토콜에 따라 ABC순서로 위험 소견에 우선순위를 두
고 진료를 진행한다.
(5) 천명음이 들리는 소아 환자에게는 racemic epinephrine 연무제의 사용을 고려해야 한
다. 2.5cc 생리 식염수에 2.25% racemic epinephrine 용액 0.25~0.75 mL를 혼합하
여 심근 변동성에 주의하며 필요에 따라 매 20분마다 연무제 사용을 반복한다.
(6) 환자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으면 자신들이 제염을 하도록 한다. 오염된 옷가지와 개인
소유물을 각각 다른 봉투에 보관하고 가능한 빨리 피부에 접촉된 염소를 제거하는 것
이 매우 중요하다.
(7) 동상을 입은 눈과 피부는 조심스럽게 다룬다. 동상을 입은 피부는 42℃ 가량의 따뜻한
물에 담그고 재가온 한다. 만약 따뜻한 물이 없으면 이불로 침범된 부위를 부드럽게 감
싼다. 혈액순환이 자연스럽게 스스로 이루어지게 한다. 환자에게 가온하는 동안 침범부
위를 움직여 보도록 지도한다.
(8) 염소에 젖어 있거나 녹은 환자의 옷은 신속히 제거하고, 흐르는 물로 2~3분가량(가능하
면 샤워기 세척으로) 충분히 세척하고 비누로 2번 세척한다.
(어린이나 노인의 경우 차가운 물로 오염물질 제거 시 저체온 증을 예방하기 위해 적
절히 담요나 워머를 사용한다)
(9) 동상을 입은 눈은 세척하지 않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최소한 5분 이상 세척해야 한다.
눈에 외상을 주지 않고 손쉽게 제거할 수 있으면 콘택트렌즈는 제거 하도록 한다. 환자
를 중환 처치 구역으로 이동시키는 동안 세척을 계속 진행한다.
(안통 및 안검 경련 발생 시 증상완화를 위해 안과용 마취제 <예, 0.5 % tetracaine
또는 proparacaine>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단, 염소와 반응을 일으켜 손상을 줄 수 있
는 다음의 약물들은 같이 투여함을 피한다.
예) acetylene, ether, turpentine, ammonia, fuel gas, hydrogen, finely divided
metals)

[ 화상 시 처치 ]
(1) 눈 : 최소한 15분 이상 세척한다. 시력(Visual acuity)을 테스트한다. 각막 손상 가능성
을 고려하여 눈을 검사하고 각막 손상이 있는 경우는 즉각 안과 협진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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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부 : 온열 화상에 준해 치료한다.

[ 동상 시 처치 ]
(1) 눈 : 동상을 입은 눈은 세척하지 않는다. 안과 협진을 시행한다.
(2) 피부 : 40~42℃ 사이의 온도의 수조에 20~30분 가량 손상부위를 담그고 재가온 치료를
하며 동상 부위의 혈액 순환이 돌아올 때까지 계속한다.

[ 호흡기 노출 환자의 처치 ]
(1) 마스크로 보조 산소를 투여하며 기관지 연축이 있는 환자들에게는 연무화된 기관지 확
장제를 사용한다.
(2) 천명음이 들리는 소아 환자에게는 racemic epinephrine 연무제를 사용한다. 2.5cc 증
류수에 2.25% racemic epinephrine 용액 0.25~0.75 mL를 혼합하여 필요에 따라 매
20분마다 반복한다.

사. 상급기관 전원 지침
(1) 임상진찰 결과 심각한 수준으로 노출되었거나, 호흡기계, 심혈관계 등의 이상 소견이
있는 환자는 상급기관으로 전원의뢰 한다.
(2) 음독했거나 피부나 눈, 인후두 부위에 직접 염소에 접촉한 병력이 있는 환자는 상급기
관으로 전원의뢰 한다.
==> 지연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외래에서 최소 4시간에서 6시간 이상 경과 관찰을 해
야 한다.
==> 지연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모든 환자는 24시간 이내에 증상에 관한 문진 및 흉부
방사선 검사, 소변, 혈액 검사를 재차 받아야 하며 각막 손상 환자들은 24시간이내에
안과 외래 재진을 받아야 한다.
(3) 상급기관 전원 사유
==> 염소 노출에 의한 화상, 폐손상, 소화기계 손상 등의 증상 발생 시 추가적 조치를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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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외래진료 및 추적관찰 지침
(1) 짧은 시간의 호흡기 노출이고 무증상인 환자인 경우, 1시간 이상 증상 발현 여부 관찰
후 증상이 없으면 연락처를 남기고, 환자용 물질정보 시트와 증상 발현시를 대비한 의
학적 후속조치 안내 지침서를 받아서 귀가 할 수 있다.
(2) 노출 후에 최소 4시간에서 6시간 동안 무증상인 환자들 또한 환자용 물질정보 시트와
추후 증상 발현시를 대비한 의학적 후속조치에 관한 지침서를 받고 귀가하도록 한다.
(3) 노출이 의심되어 진료를 받은 모든 환자들은 반드시 24시간 후 다시 진료하고 자각증
상에 관해 문진 및 혈액, 소변검사, 흉부방사선 추적검사 등을 시행한다.
(4) 24시간 지연되어서 발현되는 증상이 있다면 필요에 따라 추가적 검사와 추적 흉부방사
선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5) 대부분의 화학물질 노출에 따른 지연 증상은 48시간 이내에 발현된다.
(6) 48시간 경과 이후에도 추가적인 발현 증상이 없다면, 이후부터는 대증적 치료를 시행한
다.

자. 건강영향조사를 위한 참고사항
(1) 설문조사 및 외래진료 결과, 진료 의료인은 화학사고 노출과의 관련성에 대해 (관련있음
/관련없음) 등으로 판정하여 의견을 기술한다.
※ “관련 있음”으로 판정된 환자는 별도의 명단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2)

추후 시행

가능한

건강영향조사를 대비하여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용

소변을

40~60mL정도 수집하여 튜브에 날짜, 채취시간, 이름(년번) 표기하고 -20℃에서 냉동
보관한다.

(추후 건강영향조사단에서 수거 또는 폐기 안내예정)

(3) 건강영향조사단의 특별한 지시가 없을 경우에는 소변 시료만 채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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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환자용 물질정보 시트
※ 이 유인물은 염소 가스 또는 염소 용액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 및 후속조치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염소란 무엇입니까?
염소는 날카롭고 타는 냄새가 나는 황록색의 기체입니다. 화학 제조업, 표백제, 식수와
수영장의 살균, 청정제에 널리 사용됩니다. 가정용 염소 표백제에는 소량의 염소만 포함
되어 있지만 다른 청정제와 함께 혼합되면 염소 가스가 방출 될 수 있습니다.

2. 염소 노출에 의해 즉시 발생될 수 있는 건강상의 영향은 무엇입니까?
비록 소량의 기체에 노출 되었을 지라도 염소 흡입은 눈, 코, 목에 즉각적인 타는 듯한
느낌과 더불어 기침, 천명음, 숨참, 눈물을 동반한 호흡 곤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
러나 일단 노출이 멈추어 지면 증상은 보통 빨리 사라집니다. 다량 흡입하게 되면 목과
폐의 점막이 부어 숨쉬기가 곤란해질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심각하게 노출될수록 증상
도 심합니다.
3. 염소 노출에 의한 증상은 치료될 수 있습니까?
염소 노출에 대한 해독제는 없지만 노출에 의한 효과는 치료될 수 있고, 대부분의 노출
자는 상태가 좋아집니다. 심각한 증상을 보인 환자는 입원해야 합니다.
4. 향후 장기간 건강상의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소규모 단일 노출에 의해 발생한 증상이 빠르게 회복된 사람들은 증상이 지연되어 재발
하거나 장기간 인체영향을 일으킬 가능성이 낮습니다. 반면 심한 노출인 경우에는 수 시
간 동안에도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5. 염소에 노출된 사람에게 어떤 검사를 할 수 있습니까?
혈액이나 소변에서 염소를 검출함으로 염소 노출 여부를 확정 할 수는 있지만 이는 일
반적으로 의사에게 유용한 검사는 아닙니다. 심각하게 노출되었을 때는 혈액, 소변 분석
과 다른 검사들을 통해 폐, 뇌와 심장이 손상을 입었는지를 밝혀줄 수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검사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6. 염소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하거나 유해가스노출 환경보건
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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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환자용 후속지침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고, 다음 진료예약 확인 및 표기된 지침을 따르십시오.
24시간 이내에 특이증상 또는 징후가 발현되는 경우 응급실 또는 예약의사에게 전화문의
바랍니다.
※ 특히 아래의 증상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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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진 예

약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십시오.

[ ] 추후 추적검사 및 진료를 위한 진료예약
(

) 응급실 / 클리닉, (

)월/(

)일, AM/P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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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일 동안은 업무에 복귀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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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어도 72시간 이상 담배연기에 노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담배연기가 폐의 상태를 악

화시킬 수 있음.
[

] 적어도 24시간 이상 술을 마셔서는 안 됩니다; 술이 위장 및 다른 손상 부위를 악화시

키거나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음.
[ ] 다음과 같은 약물은 복용하지 마십시오 :
[ ] 기존에 처방받은 다음의 약물들은 계속해서 복용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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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의사 서명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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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염화비닐

가. 화학물질 정보
(1) 동의어
클로로에틸렌(chloroethylene), 클로로에텐(chloroethene), 클로르에텐(chlorethene), 트로
비두르(trovidur),

에틸렌

모노염화물

(ethylene

monochloride),

모노클로로에틸렌

(monochloroethylene), 모노클로로 에텐(monochloro ethene), 바이닐 염화물 단량체
(vinyl chloride monomer), 바이닐 염화물(vinyl chloride, inhibited)
(2) 물리·화학적 성질
∙ CAS No : 75-01-4․ 분자식 및 구조식 CH2=CHCl
∙ 모양 및 냄새 :
무색의 가연성 기체이며, 가압 상태에서는 액체 상태이다. (냄새의 역치 : 3,000 ppm)
∙ 분 자 량 : 62.50 (1 ppm = 2.60 ㎎/㎥ :20℃)․ 비 중 0.9106 (20℃)
∙ 녹 는 점 : -153.8℃․ 끓 는 점 -13.4℃
∙ 증 기 밀 도 : 2.15․ 증 기 압 2,530㎜Hg (20℃)
∙ 인 화 점 : -77.88℃ (개방상태)․ 폭 발 한 계 공기 중 4~22% (vol %)
∙ 전 환 계 수
∙ 용 해 도 : 0.11 g/100 ㎖, (물, 20℃), 기름, 알코올, 에테르, 사염화탄소, 벤젠에 녹는다.
∙ 기 타
물에 녹아 있는 경우에는 3.4 ppm이 냄새의 역치이며, 공기 중에는 3,000 ppm이 냄새
의 역치이다. 빛이나 촉매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중합반응이 일어난다. 연소시에는 염화수
소 및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가 발생한다.
(3) 발생원 및 용도
염화비닐의 합성, PVC 수지의 제조, 클로로아세트알데히드와 메틸클로로포름 제조, 에
어로솔 추진제, 유기약품과 화장품의 제조, 냉장고의 냉매, 열에 민감한 물질의 추출용제
(4) 주로 노출되는 공정
염화비닐(VCM) 합성공정, PVC 수지의 제조 및 중합조 청소, PVC 가공 공장의 레진 혼
합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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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임상적 물질정보
(1) 흡수 및 대사
∙ 흡수 : 염화비닐은 흡입이나 경구를 통해 급속하게 흡수된다. 2.9 ppm에서 23.5 ppm
까지 6시간동안 노출시키면, 농도에 관계없이 30분 후면 흡입된 염화비닐의 평균 42%
가 흡수된다. 경구를 통한 흡수율은 80%이상으로 매우 높으나 대부분의 경우 노출되는
양이 적어서 흡수되는 절대량은 적다. 쥐를 대상으로 0.05~92 ㎎/㎏의 농도로 경구 투
입하였을 때, 10~20분 후에 혈중 최고 농도에 도달하였다. 피부를 통한 흡수율은 매우
낮으므로 문제되지 않는다. 액상 염화비닐을 피부에 직접 도포하는 것을 제외한 피부
흡수에 관해, 원숭이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7000 ppm 노출 시 2∼2.5시간 후 단지
0.023%만 흡수되었다.
∙ 대사 : 대사되기 전 상태의 염화비닐은 주로 지방조직에 많이 분포하며, 혈액, 간, 신
장, 근육, 그리고 비장 등에서도 소량 발견된다. 염화비닐은 쉽게 태반을 통과하여 태아
혈액이나 양수에서 검출된다. 흡수된 염화비닐은 주로 간에서 cytochrome P-450
mono-oxygenase에 의하여 대사 되어 변이원성이 있는 중간대사산물을 만들어내며,
이 물질들은 주로 간, 신장, 피부, 폐 등에 주로 분포한다. 체내에 흡수된 염화비닐은
빠르게 체내에 분포한 후 대사되고 배설된다. 가장 중요한 염화비닐의 대사경로는
mixed-function oxidase에 의하여 산화되어 2-chloroethylene oxide가 되고, 이것이
저절로

2-chloroacetaldehyde

로

변화하는

경로이다.

이

물질은

glutathione

S-transferase에 의하여 glutathione과 결합하여 독성을 잃게 된다. Glutathione 결합
체는 glutamic acid와 glycine 부분이 잘려져 나간 다음 남는 염화비닐의 cysteine 결
합체가

아세틸화하거나,

더

산화된

후

thiodiglycolic

acid,

S-formyl-methylcysteine, N-acetyl-S-(2-hydroxyethyl)cysteine 등의 형태로 소변
으로 배설된다. 저농도 노출 시에는 alcohol dehydrogenase 에 의하여 일부 대사되어
2-chloroethanol, 2-chloroacetaldehyde, 2-chloroacetic acid 등을 형성한다. 이중
2-chloroacetaldehyde는 sulfhydryl기와 쉽게 결합하므로, 2-chloroacetic acid는 거
의 검출되지 않는다. 한편, 에탄올이나 phenobarbital 등의 barbiturate를 투여하면
대사속도가 변화하게 된다.
∙ 배설 및 반감기 : 흡수된 염화비닐은 호기와 소변을 통하여 배설되는데, 그중에서도 주
로 소변을 통해서 전체 흡수량의 70%가 배설된다. 소변 배설의 주된 배설 산물은
thiodiglycolic acid이다. 호기를 통한 배설은 종료되는데 3~4시간이 소요되지만, 소변
을 통한 배설은 수일이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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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적장기별 건강장해
1) 급성 건강영향
염화비닐을 흡입하는 경우에는 급성으로 호흡기 염증반응이 유발되며, 충혈, 울혈, 부
종, 폐 조직내 출혈이 나타난다. 폐조직의 세기관지 상피의 증식과 비대, 폐포 상피세포
의 숫자 증가, 점액의 분비증가, Clara 세포의 소포체(endoplasmic reticulum)와 유리
리보솜(free ribosome)의 증가, 폐포 대식세포의 이동, 후각 상피의 과도증식 등도 관찰
되었다. 레이노 현상(Raynaud's phenomenon)도 보고된 바 있으며 이러한 증상은 특히
고농도의 염화비닐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중합조 청소부에게서 흔하다. 고농도로 노출된
동물에서는 근육협조운동 장해, 심근감작, 심한 부정맥 등이 나타난다. 마취효과를 나타
낼 정도로 고농도를 흡입하게 되는 경우에는 간헐적 빈맥, 심실외 수축(extraventricular
systoles), 미주신경성 박동(vagal beat), 심실 세동, 방실 차단(artrioventicular block)
등의 부정맥이 나타날 수 있다. 염화비닐에 노출된 근로자에서 혈소판 감소증이 유의하게
증가하는데, 노출을 멈추면 이러한 현상은 사라진다. 직업적으로 노출된 근로자에서 혈장
단백질이 증가된다. 간 비대가 소수의 근로자에서 나타난다. 병리조직학적 소견은 간세포
의 증식과 비대, 시누소이드 세포의 활성화와 증식, 문맥 경로(portal tract), 중격, 소엽
내 시누소이드 주변부의 섬유화, 시누소이드 확장, 국소적인 간세포의 변성 등이다. 이러
한 현상은 염화비닐에 대한 노출을 중단하면 완화되는 경향이 있다. 조직검사에서 염화비
닐과 관련된 간질환이 있는 근로자들의 간기능 검사 수치는 비노출자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지는 않다. 단지 혈청 담즙산 수치와 인도시아닌 그린 청소율(indocyanine green
clearance)만이 간 손상 정도와 상관성을 보인다. 동물에서 신장 울혈이나 변성 변화가
관찰되었으나, 소변 검사 상 이상이 발견된 경우는 없었다. 경피증과 비슷한 피부변화가
근로자의 손에 잘 나타난다. 염화비닐 노출에 의한 피부변화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피
부의 비후, 탄력성 감소, 약한 부종 등은 레이노 현상이 나타나는 염화비닐 노출 근로자
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관찰된다. 조직 생검에서는 피부의 상피하층의 콜라젠 섬유수가
증가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손상 받은 세포에서 콜라젠 생성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흔히
나타나는 부위는 손, 손목, 팔, 가슴, 얼굴 등이다. 염화비닐을 피부에 급성으로 도포하
면, 증발하면서 국소 동상을 유발할 수도 있다. 경피증이 나타난 근로자에서 갑상선 부전
증도 나타난다고 보고된 바 있다. 동물실험에서 갑상선의 모포주위세포(perifollicular
cell)의 수가 증가하거나, 콜로이드성 갑상선 종대(goiter)등이 나타났다. 고농도로 노출되
는 경우에는 중추신경계 억제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 500 ppm 농도의 염화비닐에 7.5시
간 동안 노출된 사람들에서는 신경반응에 이상이 없었으나, 20,000 ppm의 염화비닐을 5
분 동안 흡입하 면 현기증과 구역이 나타나며, 머리가 띵하고, 시력 및 청력이 둔해진다.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3분간 25,000 ppm에 흡입 노출 후 두통, 어지럼증, 정신혼란이 유
발된 보고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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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성 건강영향
ⅰ. 간담도계
- 염화비닐 취급 근로자에서 간 비대나 간 기능 이상소견이 흔히 발견된다. 간의 섬유
화, 비장비대, 혈소판 감소증 등의 문맥압 상승을 시사하는 소견들이 관찰된다. 일반
적으로 간 기능 검사 상 이상 소견은 비교적 늦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간 기능에 이
상이 없는 경우에도, 복강경 검사에서 간 캡슐의 섬유화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조
직학적 검사에서 간 세포의 변화는 미약하지만, 간의 시누소이드 세포의 활성화와 간
섬유화 등의 소견을 보인다. 드물게는 간자반병(peliosis hepatitis)나 간세포성 간암
(hepatocellular carcinoma)등이 생기기도 한다.
ⅱ. 호흡기계
- PVC 중합 공정 근로자에서 폐 기능의 저하나 호흡곤란이 나타나거나, 흉부 X-선 사
진에서 미약한 변화가 확인되기도 한다. PVC 수지를 다루는 근로자에서 PVC 수지에
의한 진폐증이 발생된 경우도 있다. 주로 보고되는 폐 손상은 폐기종(emphysema),
호흡량(respiratory volume)과 폐활량(vital capacity) 감소, 호흡 부전(respiratory
insufficiency), 산소 및 이산화탄소 이동 감소, 선형의 폐 섬유화, 흉부 X-선 사진
상의 변화, 호흡곤란 등이다.
ⅲ. 생식계
- 동물실험에서는 또한 수컷의 수태능력이 저하된 현상이 관찰되었으며, 세정관
(seminferous tubule)의 손상과 정모세포(spermatocyte)의 고갈 등이 확인되었다.
어미 생쥐는 음식 섭취량과 체중 증가량이 줄고, 사망률은 늘었으며, 그 새끼에서는
골화(ossification)가 지연되었고, 머리마루엉덩이길이(crown-rump length)가 늘었
으며, 요추의 자침(spur)이 나타났다. 또, 소안구증(microphthalmia)과 무안구증
(anophthalmia)이 발견되었다. 태아의 출혈, 부종, 뇌수종, 혈색소와 백혈수 수 감
소, 간, 신장, 비장 등의 무게가 감소하였다. 염화비닐 노출 근로자의 림프구에 대한
세포유전학적 검사에서 염색체 이상의 빈도가 증가하였다. 57명의 작업자들의 배양된
말초혈액 림프구에서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의미있는 염색체 이상소견이 증가하였
다. 특히 오토클레이브 작업자들에서 통계적으로 가장 큰 증가를 보였다. 또, 염화비
닐 취급 근로자의 부인들은 자연유산율이나, 선천성 기형아 출산율이 증가하였다. 남
녀의 성기능과 호르몬 레벨에 관한 러시아 연구에서, 염화비닐에 노출된 근로자가 대
조군에 비해서 남녀의 성기능이 떨어지고, 여성에 있어 난소 기능이상과 같이 부인과
질환이 77% 더 높았다고 보고되었다.
ⅳ. 신경계
-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성 저하, 평형 감각 장해 등의 신경계 이상소견이 관찰되기도
하였으며, 병리조직학적 검사에서는 회질과 백질의 변성, 소뇌의 Purkinje 세포층의
변성, 주변 신경의 말단에 섬유조직 침투 등의 소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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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근골격계
- 염화비닐 취급 근로자에서 노출 시작후 1~2년이 지난 다음부터 지단골 용해증이 생긴
다. 이 경우 주로 나타나는 증상은 레이노 현상, 손가락 지단골의 용해증, 그리고 손
과 팔의 피부 두께 증가와 융기성 결절 등이다. 지단골 용해증이 있었던 사람은 대부
분이 레이노 현상이 동반된다. 이는 지단골에 변화가 생기기에 앞서 혈관의 병변이
생기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지단골 용해증이 있는 손가락은 외견상 곤봉형으로 보인
다. 발에서 나타나는 용해성 병변, 슬개골 피질의 미란, 천장관절(sacroiliac joint)의
간격이 벌어지고 경계부위가 경화되는 현상 등이 관찰되기도 한다. 손의 혈관변화가
나타나는데, 혈관조영사진에서 혈관 내경이 좁아지고, 그 일부나 전부가 막히는 소견
이 나타나기도 한다. 지단골 용해증(acro-osteolysis)이나 손가락의 말단 지골
(terminal phalange)의 흡수가 소수의 근로자에서 나타나는데, 주로 중합조 청소부
에서 흔하다. 몇몇 근로자에서는 천장관절(sacroiliac joint), 발가락 뼈, 팔, 다리, 골
반, 하악 등에서 이와 비슷한 현상이 발현되기도 한다. 지단골 용해증은 레이노 현상
이 나타난 다음에 주로 발현된다. 일부에서는 관절통이 나타날 수도 있다.
ⅵ. 기타
- 염화비닐에 노출된 근로자는 비노출자에 비하여 혈중 면역 복합체 (circulating
immune complex)의 양이 증가된다. 특히 여자나 고농도로 노출된 사람에서 잘 나
타나며, IgG의 증가가 특징적이다. 레이노 현상, 지단골 용해증, 관절과 근육의 통증,
콜라젠 침착 증가, 손의 경직, 경피증양(scleroderma-like) 피부 변화 등을 통칭하여
‘염화비닐 병(vinyl chloride disease)’이라고 부른다. 가장 흔히 나타나는 현상은 혈
중 면역 복합체나 한성 글로불린(cryoglobulin)의 양이 증가하는 것이다. 심한 임상
증상을 나타내는 근로자에서는 B 세포의 증식과 면역글로불린혈증, 한성글로불린혈
증, 그리고 보체 활성화 등이 나타난다. 비종대가 관찰되기도 하는데, 특이한 병리 조
직학적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3) 발암성
동물에서는

유암,

(nephroblastoma),

Zymbal선암(Zymbal

간의

혈관육종,

gland

carcinoma),

신경아세포종(neuroblastoma),

신아세포종
전위

유두종

(forestomach papilloma), 극세포종(acanthoma), 폐포원성 폐종양(alveogenic lung
tumor),

폐의

선종(pulmonary

adenoma),

그리고

세기관지폐포

선종

(bronchioloalveolar adenoma)등의 발생률이 상승한다. 염화비닐은 사람에 대한 발암성
물질로 규정되어 있다. 염화비닐 중합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간의 혈관육종이 흔히
발생하는데, 이 종양은 매우 드물기 때문에, 간의 혈관 육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거에
염화비닐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간의 혈관육종에 의한 사망사례는 1974년에 처음
보고되었다. 이 종양의 증상은 전혀 없는 경우도 있고, 무력증, 늑막통, 복통, 체중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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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관 출혈 및 간종대 및 비장종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간 기능의 이상
소견이 나타나지만, 그 유형이 일정하지는 않다. 염화비닐에 만성노출될 때에는 악성종양
이외에 문맥 섬유화(portal fibrosis)와 문맥압 상승 등의 간질환이 생기기도 한다. 그 외
에 중추신경계, 호흡기계, 림프 및 조혈기계 종양등도 유의하게 증가한다. 동물실험에서
는 Zymbal 선암, 신아세포종(nephroblastoma), 혈관육종(angiosarcoma), 폐선종, 유방
암 등이 잘 생긴다. (IARC : 1, ACGIH : A1)
(3) 노출기준
1) 기중 노출기준
- 한국(고용노동부, 2013) TWA : 1 ppm
- 미국(TLV; ACGIH, 1999) TWA : 1 ppm
(4) 생물학적 모니터링
자료 없음
(5)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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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요 문진항목
- 염화비닐 흡입시 불면증이나 어지럼증, 의식소실이 발생할 수 있다.
- 고압 액체 상태로 누출되어 피부나 눈에 접촉할 경우 자극 증상이나 동상을 유발
할 수 있다.
▶ 어지럼증, 지남력 장애, 졸림, 두통
▶ 호흡곤란
▶ 피부나 눈의 화끈거림
▶ 구역감 또는 식욕 저하

(1) 현재 주된 증상(주소)
1) 화학사고 이후 노출에 의해 발생한 증상
- 작성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현재의 주된 자각증상을 확인한다.
- 특유의 자각증상 없이 막연한 산발적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에도 설문지 작성외의 증상
들은 기술하고 필요시 추적 조사하여 확인한다.
- 임상적 진단에 있어 임상진찰이나 임상검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자각증상의 조사이
다.
(2) 직업력, 거주지
1) 작성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화학사고 이후 노출에 의해 발생한 증상과 관련이 있을 만
한 직업력 및 거주지에 관한 정보를 상세화한다.
- 현재 직업력 : 업체명, 직종, 작업형태, 기간, 취급물질 등 직접 종사 작업
- 현재 거주지 (현 거주지가 화학물질 노출지역인 경우 중요)
(3) 노출력 조사
※ 작성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화학사고 당시의 노출력에 대해 아래와 같이 확인한다.
1) 노출시 노출원과의 거리
2) 노출시간
3) 노출시 상황(야외 활동, 실내근무, 보호구 착용여부 등 직접노출, 간접노출 등에 관한
정보)
4) 대피여부 및 대피방법, 대피시 상황 등
5) 노출지역 주변의 식물(벼, 과수 등 농작물)의 고사 여부, 사업장 및 주택 등 건물 손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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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거 병력조사
1) 작성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화학사고 이후 노출에 의해 발생한 증상과 관련이 있을만한
과거 병력에 관한 정보를 상세화한다.
2) 과거병력 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 일반 질병과 화학사고 이후 노출에 의해 발생한 증상과 관련 질환의 가능성이 높은 질
병으로 나누어 치료력이 있는 질병 및 외상에 관하여 조사한다.
(5) 현병력 및 생활습관 조사
- 현재의 이환상황 및 현재의 치료질병에 관하여 확인한다.
- 화학물질 노출 이후 발현 증상과 관련이 있는 질병에 관해서 조사한다.
1) 현 병명
2) 치료방법
3) 시기 : 치료개시시기
4) 생활습관 : 흡연력, 음주력 등

라. 이학적 검사항목
※ 심혈관계·신경계·호흡기에 유의하여 진찰
※ 두통, 오심 및 비강, 인후, 상기도 자극 증상등에 유의하여 진찰
(1) 전신상태
- 활력징후 체온, 맥박, 호흡수, 혈압, 신장과 체중
- 체중변화, 권태감, 피로감, 발열, 오한, 발한, 식욕부진, 불면 등
- 정신상태 : 불안, 불면, 의식상태, 감정, 주의력, 기억력 등
(2) 심혈관계, 호흡기계
1)심음 및 폐음 확인
- 기침, 가래, 호흡곤란, 객혈, 흉통, 천명, 청색증, 심계항진 등
- 호흡음, 호기의 연장, 습성 라음, 건성 라음, 기침후의 라음(posttussive rales), 마찰
음(friction rub), 천명, 흉성(pectoriloquy), 기관지성(bronchophony)
(3) 정신 신경계
- 초조, 불안, 우울, 불면, 조증 등
- 두통, 현기증, 외상, 동통, 강직(stiffness), 종창
- 성격 혹은 정신상태의 변화, 기억력 저하, 지각장애, 감각장애, 보행장애, 근력저하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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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비, 운동실조 등
- 행동 : 행동과잉, 무의지증, 실행증(apraxia)
- 구음장애(dysarthria), 발성장애(dysphonia), 실어증(aphasia)
- 신경근성 분포의 동통, 이상감각 및 근력저하, 양측성 원위부 감각장애
(4) 이비인후과계
- 인후두 점막 자극증상 및 소견 기술 (특히 후두부 중격 발적소견)
- 구강 : 구취, 잇몸출혈, 구강점막의 병변, 타액분비항진, 구내건조감, 혀의 동통, 지각이
상, 미각장애, 설태, 궤양, 색소침착, 점막진(enanthem)
- 성대 : 쉰목소리, 발성장애
- 귀 : 청력장애(난청), 이명, 현훈, 분비물(이루), 이통
- 코 : 분비물, 비출혈, 비폐색, 궤양, 후각 장애
(5) 안과적 소견
- 시력장애, 복시, 암점, 안구작열감, 눈물, 동통, 건조, 발적, 창백, 충혈,
점상출혈(petechiae), 각막혼탁, 반흔, 궤양 등 각막손상 여부
(6) 피부과적 소견
- 색조의 변화, 성상(긴장도, 습윤도, 경도), 피부발열, 부종, 발진, 반점, 혈관확장, 수장홍
반, 출혈, 발한(sweating), 피부홍조(flushing), 피부퇴색(blanching)
- 피부 통증, 발진, 수포, 가려움증, 모발 및 손톱의 색조변화, 손톱의 변형, 황달

마. 임상검사 항목
(1) 혈액 및 소변검사
1) CBC c Diff
2) Electrolyte Panel (5종 Na, K, Cl, P, Ca)
3) RFT (BUN/Cr), UA
4) LFT (AST/ALT, Total bilirubin, direct bilirubin, indirect bilirubin)
5) Glucose, T.CHO, LDL, HDL, TG
6) 소변 튜브에 날짜, 채취시간, 이름(년번) 표기하여 40~60mL 소변수집
==> -20℃에서 냉동보관(추후 건강영향조사시 수거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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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호흡기 및 심혈관계 검사
1) Chest PA/Lat
2) EKG
3) 선택검사 항목
==> 호흡기 증상 호소 시 : PFT, HRCT, Pulse Oximetry, ABGA, CoHb
==> 가슴 갑갑함 등 심장관련 증상 호소시 : Cardiac Marker

바. 응급처치 지침
(1) 오직 염화비닐 가스에만 노출된 환자들은 의료진들에게 이차적인 오염 위험이 없으므로
의료진은 방호복이나 보호 장구 착용이 필요하지 않다.
(2) 피부와 의복이 액화 염화비닐에 노출된 환자들은 직접 접촉이나 증기로 인해 의료진을
오염시킬 수 있다.
- 염화비닐가스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의료진은 양압 공기 흡입기(self-contained
breathing apparatus)를 착용해야 하고 고압 상태의 염화비닐 가스나 액체와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의료진은 피부 보호를 위해 화학물질 방호복(Chemical -protective
clothing)을 착용해야 한다.
(3) 환자의 의복과 오염된 소지품은 즉시 제거해야 한다.
(4) 동상을 입은 피부와 눈은 주의해서 다루어야 한다.
(5) 염화비닐에 노출된 피부와 머리카락은 약간의 비누와 물을 이용하여 조심스럽게 세척한
다.
- 샤워 기구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 소아나 노인을 세척하는 경우에는 저체온증의 발생에 주의해야 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
해 담요나 워머를 사용할 수 있다.
(6) 염화비닐에 노출되거나 자극 증상이 있는 눈은 물이나 생리식염수를 이용하여 최소 15
분간 세척한다.
- 콘택트렌즈는 추가 손상 없이 쉽게 제거 가능할 경우 제거한다.
(7) 충분히 오염제거가 된 후에는 기존의 A, B, C의 평가와 조치를 한다. 혼수, 저혈압,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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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심장 부정맥 등의 증상은 기존의 방식으로 대응한다.
- 염화비닐은 해독제가 없으므로 보존적으로 치료한다.
(8) 노출된 모든 환자는 CBC, glucose, electrolyte, Liver, kidney function test를 포함
한 혈액검사를 시행한다.
- 호흡기 노출환자는 흉부 방사선 검사와 맥박 산소포화도 또는 동맥혈 가스검사를 시행
한다.
- 염화비닐은 호흡을 통해 빠르게 체내에서 배출되고 주요 대사산물과 티오디글리콜산
(thiodiglycolic acid)은 소변을 통해 배출된다.
- 급성 노출 시에 염화비닐의 호흡 농도와 소변 농도 검사는 임상적으로 유용하지 않다.
(9) 고농도의 염화비닐에 노출 될 경우 두통, 어지럼증, 의식변화 등의 중추 신경계 증상과
호흡 억제가 발생 할 수 있다.
- 급성 노출 후 중추신경계 및 호흡 억제 증상에 대해 모니터 해야 한다.
- 호흡기계 증상이나 중추신경계 증상을 보이는 환자는 마스크를 통해 산소를 공급해야
한다.
- 발작 증상이 발생한 경우 벤조디아제핀(benzodiazepine)을 정맥 투여한다. (성인은
diazepam 5~10mg, 소아는 0.2~0.5mg/kg 투여한다.)
- 기관지 연축을 보이는 경우 분무형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하여 치료한다.
- 염화비닐은 에피네프린에 대한 심근 반응의 역치를 낮추어 부정맥 발생의 위험을 증가
시키므로 모든 카테콜라민(cathecholamines)은 최소한의 용량을 사용해야 한다.
- 협착음을 보이는 소아는 에피네프린 분무를 고려한다.
(2.25% 에피네프린 0.25~0.75 mL를 2.5cc 물에 희석한 용액으로 시행한다. 필요시
20분마다 반복하며 심근의 반응에 주의한다.)
(10) 염화비닐 가스 또는 액체와 접촉 시에 피부에 동상이나 화학 화상이 발생할 수 있다.
- 동상이 발생한 경우 40~42℃의 물에 피부의 붉은 색이 돌아올 때 까지 20~30분간 담가
야 한다.
- 화학 화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열화상과 같은 방법으로 치료한다.
(11) 눈에 노출된 경우 적절한 세척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한다.
- 시력을 측정하고 결막과 각막의 손상에 대해 검사를 시행하고 적절히 치료한다.
- 결막염 및 각막 화상이 발생 할 수 있다. 심각한 각막손상이 의심되는 경우 안과의사에
게 협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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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화비닐 노출 환자 일반 처치 ]
(1) CBC, glucose, electrolyte, Liver, kidney function test를 포함한 혈액검사를 시행한
다.
(2)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흉부 방사선 검사와 맥박 산소포화도 또는 동맥혈 가스검사를
시행한다.
(3) 중환자는 정맥로를 확보하고 심장리듬을 지속적으로 모니터한다.
(4) 혼수, 저혈압, 경련, 부정맥 등의 증상은 기존의 방식으로 치료한다.
(5)

발작

증상이

발생한

경우

벤조디아제핀(성인은

diazepam

5~10mg,

소아는

0.2~0.5mg/kg)을 정맥 투여한다.
(6) 염화비닐은 해독제가 없으므로 보존적으로 치료한다.

[ 피부, 눈 노출 환자의 처치 ]
(1) 환자의 의복과 오염된 소지품은 즉시 제거해야 한다.
(2) 노출된 피부와 머리카락은 약간의 비누와 물을 이용하여 세척한다.
(3) 눈은 물이나 생리식염수를 이용하여 최소 15분간 세척한다.
(4) 시력을 측정하고 결막과 각막의 손상에 대해 검사를 시행한다.
(5) 콘택트렌즈는 추가 손상 없이 쉽게 제거 가능할 경우 제거한다.
(6) 동상이 발생한 경우 40~42℃의 물에 피부의 붉은 색이 돌아올 때까지 20~30분간 담가
야 한다.
(7) 화학 화상은 열화상과 같은 방법으로 치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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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상급기관 전원 지침
(1) 임상진찰 결과 심각한 수준으로 노출되었거나, 호흡기계, 심혈관계 등의 이상 소견이
있는 환자는 상급기관으로 전원의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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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독했거나 피부나 눈, 인후두 부위에 직접 염화비닐에 접촉한 병력이 있는 환자는 상
급기관으로 전원의뢰 한다.
==> 지연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외래에서 최소 4시간에서 6시간 이상 경과 관찰을 해
야 한다.
==> 지연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모든 환자는 24시간 이내에 증상에 관한 문진 및 흉부
방사선 검사, 소변, 혈액 검사를 재차 받아야 하며 각막 손상 환자들은 24시간이내에
안과 외래 재진을 받아야 한다.
(3) 상급기관 전원 사유
==> 염화비닐 노출에 의한 화상, 폐손상, 소화기계 손상 등의 증상 발생시 추가적 조치
를 위해서이다.

아. 외래진료 및 추적관찰 지침
(1) 짧은 시간의 호흡기 노출이고 무증상인 환자인 경우, 1시간 이상 증상 발현 여부 관찰
후 증상이 없으면 연락처를 남기고, 환자용 물질정보 시트와 증상 발현시를 대비한 의
학적 후속조치 안내 지침서를 받아서 귀가 할 수 있다.
(2) 노출 후에 최소 4시간에서 6시간 동안 무증상인 환자들 또한 환자용 물질정보 시트와
추후 증상 발현시를 대비한 의학적 후속조치에 관한 지침서를 받고 귀가하도록 한다.
(3) 노출이 의심되어 진료를 받은 모든 환자들은 반드시 24시간 후 다시 진료하고 자각증
상에 관해 문진 및 혈액, 소변검사, 흉부방사선 추적검사 등을 시행한다.
(4) 24시간 지연되어서 발현되는 증상이 있다면 필요에 따라 추가적 검사와 추적 흉부방사
선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5) 대부분의 화학물질 노출에 따른 지연 증상은 48시간 이내에 발현된다.
(6) 48시간 경과 이후에도 추가적인 발현 증상이 없다면, 이후부터는 대증적 치료를 시행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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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건강영향조사를 위한 참고사항
(1) 설문조사 및 외래진료 결과, 진료 의료인은 화학사고 노출과의 관련성에 대해 (관련있음
/관련없음) 등으로 판정하여 의견을 기술한다.
※ “관련 있음”으로 판정된 환자는 별도의 명단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2)

추후 시행

가능한

건강영향조사를 대비하여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용

소변을

40~60mL정도 수집하여 튜브에 날짜, 채취시간, 이름(년번) 표기하고 -20℃에서 냉동
보관한다.

(추후 건강영향조사단에서 수거 또는 폐기 안내예정)

(3) 건강영향조사단의 특별한 지시가 없을 경우에는 소변 시료만 채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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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환자용 물질정보 시트
※ 이 유인물은 염화비닐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 및 후속조치에 관한 정보의 제
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염화비닐이란 무엇입니까?
염화비닐은 상온에서 무색이며 부드럽고 달콤한 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염화비닐은 특
수 컨테이너안의 고압 환경에서 액체 상태로 조작되고 운반된며, 자동차 부품, 가구, 건
축자재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물질인 폴리염화비닐(PVC)을 만드는데 사용됩니다.
2. 염화비닐 노출에 의해 즉시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의 영향은 무엇입니까?
염화비닐 가스를 흡입할 경우 불면증이나 어지럼증이 발생할 수 있고 의식소실이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고압 액체 상태의 염화비닐이 누출되어 피부나 눈에 접촉할 경우 자
극 증상이나 동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3. 염화비닐 중독은 치료 될 수 있습니까?
염화비닐은 해독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증상이 발생한 경우 치료 할 수 있으며 노출된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회복됩니다. 대량의 염화비닐 가스를 흡인한 경우 입원 치료
가 필요 할 수 있습니다.
4. 향후 건강에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단일 소량 노출에 의해 발생한 증상이 빠르게 회복된 사람들은 증상이 지연되어 발생하
거나 장기간 인체에 영향을 일으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염화비닐에 수년간 노출될
경우 간, 신경계, 피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장기간 노출로 간암이 발생하는 경
우는 드뭅니다.
5. 염화비닐에 노출된 사람에게 어떤 검사를 할 수 있습니까?
호흡을 통한 염화비닐 검사와 소변에서 염화비닐 대사 물질을 측정하는 방법이 사용될
수 있지만 노출 후 단기간에만 사용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심각
한 노출이 발생한 경우 혈액 검사를 포함한 여러 검사가 간이나 다른 장기에 손상이 발
생하였는지 아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노출 환자에서 검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6. 염화비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하거나 유해가스노출 환경보건
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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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환자용 후속지침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고, 다음 진료예약 확인 및 표기된 지침을 따르십시오.
24시간 이내에 특이증상 또는 징후가 발생하는 경우 응급실 또는 예약의사에게 전화문의
바랍니다.

※ 특히 아래의 증상인 경우 :
▶ 어지럼증, 지남력 장애, 졸림, 두통
▶ 호흡곤란
▶ 피부나 눈의 화끈거림
▶ 구역감 또는 식욕 저하
[ ] 위에 기술된 증상이 발현되지 않는다면 추후 진료예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 필요시 전화문의 약속, 예약 의사 :
☞ 의사에게 전화문의 시 (

전화번호 :

)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

) 일 재진 예

약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십시오.

[ ] 추후 추적검사 및 진료를 위한 진료예약
(

) 응급실 / 클리닉, (

)월/(

)일, AM/P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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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일 동안은 업무에 복귀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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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어도 72시간 이상 담배연기에 노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담배연기가 폐의 상태를 악

화시킬 수 있음.
[

] 적어도 24시간 이상 술을 마셔서는 안 됩니다; 술이 위장 및 다른 손상 부위를 악화시

키거나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음.
[ ] 다음과 같은 약물은 복용하지 마십시오 :
[ ] 기존에 처방받은 다음의 약물들은 계속해서 복용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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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의사 서명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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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산화에틸렌
가. 화학물질 정보
(1) 동의어
옥시란(oxirane), 다이하이드로옥시렌(dihydrooxirene), 다이메틸렌 산화물(dimethylene
oxide), 에폭시에테인(epoxyethane), 1,2-에폭시에테인(1,2-epoxyethane), 에텐 산화물
(ethene

oxide),

옥사사이클로프로페인(oxacyclopropane),

옥산(oxane),

옥시도에테인

(oxidoethane), 알파,베타-옥시도에테인(alpha,beta-oxidoethane), 옥시란(oxiran)
(2) 물리·화학적 성질
∙ C A S N o 75-21-8․ 분자식 및 구조식 C2H4O
∙ 모양 및 냄새
달콤한 냄새가 나는 무채색 가스
∙ 분 자 량 : 44.05 (1 ppm = 1.12 ㎎/㎥ :20℃)․ 비 중 0.8711 (20℃)
∙ 녹 는 점 : -111℃․ 끓 는 점 10.7℃
∙ 증 기 밀 도 : 1.5․ 증 기 압 146 ㎜Hg (20℃)
∙ 인 화 점 : -18℃(개방), -20℃ (밀폐상태)
∙ 폭 발 한 계 : 공기 중 3~100% (vol %)
∙ 전 환 계 수
∙ 용 해 도 : 물, 벤젠 알코올, 아세톤, 에테르, 사염화탄소에 잘 용해된다.
∙ 기 타
인화성이 높아서 폭발할 수가 있다.
(3) 발생원 및 용도
훈증제, 멸균제, 진균 살균제, 유기합성의 시약, 보건 의료품 생산, 1,2-에탄올 부동액,
테레프탈산, 병제조용 폴리에틸렌, 비전리성 표면장력제, 글리콜에스테르, 메탄올아민류
및 콜린 등에 사용
(4) 주로 노출되는 공정
- 취급사업장 : 훈증제, 멸균제, 진균 살균제, 유기합성 시약제조 사업장, 보건 의료품 생
산, 1,2-에탄올 부동액, 테레프탈산, 병제조용 폴리에틸렌, 폴리에스테르, 비전리성 표
면장력제, 글리콜에스테르, 메탄올아민류 및 콜린 등을 제조하는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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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취급공정 : 훈증제, 멸균제, 진균 살균제, 유기합성의 시약, 보건 의료품 생산, 1,2에탄올 부동액, 테레프탈산, 병제조용 폴리에틸렌, 폴리에스테르, 비전리성 표면장력제
등을 제조하는 공정

나. 임상적 물질정보
(1) 흡수 및 대사
∙ 흡수 : 호흡기계와 소화기계를 통해 흡수된다. 혈액에 잘 녹기 때문에 폐로 흡수된 것
은 급속히 퍼지고 그 정도는 폐포 환기율과 흡인된 공기 안의 물질 농도에 의존한다.
∙ 대사 : 간, 신장, 폐, 고환, 비장, 뇌 등에서 대사된다. 2가지 가능한 경로는 글리콜 에
틸렌으로 가수분해하는 것과 글루타티온 포합에 의해 메르캅터르산과 메르티오 대사물
로의 변환하는 것이다.
∙ 배설 : 글리콜 에틸렌은 주된 대사산물로 24시간 이내에 7~20%가 소변으로 배설된다.
클리콜에틸렌, 2-하이드록시메르캅터르산, 2-메틸티오에탄올, 그리고 2-메르캅토에탄올
이 대사물로써 소변으로 배설된다. 산화에틸렌의 74%가 24시간 이내에 소변으로 배출
되며 4%만이 다음 24시간에 배설된다.
∙ 반감기 : 반감기는 약 10분정도이다.
(2) 표적장기별 건강장해
1) 급성 건강영향
눈의 자극, 오심, 구토, 희석되거나 농축된 용액에 의한 피부접촉은 피부염, 수포, 부
종, 화상, 동상을 일으킬 수 있다. 위약감, 의식저하, 운동실조증의 신경계 증상과 코, 목,
폐의 자극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2) 만성 건강영향
ⅰ. 신경계
- 후각저하, 다발성 신경증, 특히, 하지의 감각저하 및 걸음걸이 이상을 호소함. 우선
하지에서 진동각에 대해 둔해지며 점차 상지나 다른 부위로 퍼진다.
ⅱ. 호흡기계
- 호흡기계 감염에 취약해진다.
ⅲ. 눈, 피부, 비강, 인두
- 감작되어 과민반응을 일으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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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암성
동물실험에서 산화에틸렌의 장기간 흡입에 의해 다양한 종양이 나타나서 동물에서의
발암성은 충분한 증거가 있으며, 인간의 DNA 변화를 증가시킨다는 연구가 있다. (IARC
Group 1, ACGIH A2)
(3) 노출기준
1) 기중 노출기준
- 한국(고용노동부, 2013) TWA : 1 ppm(2 ㎎/㎥) STEL : - 미국(TLV; ACGIH, 2011) TWA : 1 ppm STEL : - 기준설정의 근거 : 눈, 피부, 점막 그리고 상기도 자극의 가능성을 취소화할 수 있는
수준.
(4) 생물학적 모니터링
(5) 참고문헌
1)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Health Assessment Document for
Ethylene Oxide - Final Report.
EPA-600/8-84-009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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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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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of

the

Syracuse Research Corporation, Syracuse, NY. EPA, Research Triangle Park,
NC (1985)
2) Eherenberg. L.A, Hiesche, K.D, Oserman-Golkar, S, Wenneberg, I. Evaluation
of Genetic Risks of Alkylating Agents: Tissue Doses in the Mouse from Air
Contaminated with Ehtylene Oxide. Mutat. Res 1974;24:83-104.
3) Appelgren LE, Eneroth G, Grant C, Landström LE, Tenghagen K. Testing of
Ethylene Oxide for Mutagenicity Using Micronuleus Test in Mice and Rats.
Acta. Pharmacol. Toxicol 1978;46:69-71.
4) Martix, L, Kroes, R, Darby, T.D, Woods, E.F. Disposition Kinetics of Ethylene
Oxide, Ethylene Glycol, and 2-Chloroethanol in the Dog. J. Toxicol. Environ.
Health 1982;10:846-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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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요 문진항목
- 소량의 산화에틸렌 흡입시 눈, 코, 목에 자극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 다량 흡입시에는 호흡곤란, 피부 화상, 전신 쇠약, 경련, 혼수까지도 발생 할 수 있
다.
※ 일반적으로 심각하게 노출될수록 증상도 심하다.
▶ 호흡 곤란, 짧아진 호흡 또는 흉통
▶ 안구의 통증이나 분비물
▶ 피부의 발적이나 통증, 피부 화상부위에서 고름과 같은 분비물
▶ 발열
▶ 팔이나 다리의 무력감, 감각이상
▶ 졸림, 피로 두통
▶ 복통, 구토나 설사

(1) 현재 주된 증상(주소)
1) 화학사고 이후 노출에 의해 발생한 증상
- 작성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현재의 주된 자각증상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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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유의 자각증상 없이 막연한 산발적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에도 설문지 작성외의 증상
들은 기술하고 필요시 추적 조사하여 확인한다.
- 임상적 진단에 있어 임상진찰이나 임상검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자각증상의 조사이
다.
(2) 직업력, 거주지
1) 작성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화학사고 이후 노출에 의해 발생한 증상과 관련이 있을 만
한 직업력 및 거주지에 관한 정보를 상세화한다.
- 현재 직업력 : 업체명, 직종, 작업형태, 기간, 취급물질 등 직접 종사 작업
- 현재 거주지 (현 거주지가 화학물질 노출지역인 경우 중요)
(3) 노출력 조사
※ 작성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화학사고 당시의 노출력에 대해 아래와 같이 확인한다.
1) 노출시 노출원과의 거리
2) 노출시간
3) 노출시 상황(야외 활동, 실내근무, 보호구 착용여부 등 직접노출, 간접노출 등에 관한
정보)
4) 대피여부 및 대피방법, 대피시 상황 등
5) 노출지역 주변의 식물(벼, 과수 등 농작물)의 고사 여부, 사업장 및 주택 등 건물 손상
여부
(4) 과거 병력조사
1) 작성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화학사고 이후 노출에 의해 발생한 증상과 관련이 있을만한
과거 병력에 관한 정보를 상세화한다.
2) 과거병력 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 일반 질병과 화학사고 이후 노출에 의해 발생한 증상과 관련 질환의 가능성이 높은 질
병으로 나누어 치료력이 있는 질병 및 외상에 관하여 조사한다.
(5) 현병력 및 생활습관 조사
- 현재의 이환상황 및 현재의 치료질병에 관하여 확인한다.
- 화학물질 노출 이후 발현 증상과 관련이 있는 질병에 관해서 조사한다.
1) 현 병명
2) 치료방법
3) 시기 : 치료개시시기
4) 생활습관 : 흡연력, 음주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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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이학적 검사항목
※ 심혈관계·신경계·호흡기에 유의하여 진찰
※ 두통, 오심 및 비강, 인후, 상기도 자극 증상 등에 유의하여 진찰
(1) 전신상태
- 활력징후 체온, 맥박, 호흡수, 혈압, 신장과 체중
- 체중변화, 권태감, 피로감, 발열, 오한, 발한, 식욕부진, 불면 등
- 정신상태 : 불안, 불면, 의식상태, 감정, 주의력, 기억력 등
(2) 심혈관계, 호흡기계
1) 심음 및 폐음 확인
- 기침, 가래, 호흡곤란, 객혈, 흉통, 천명, 청색증, 심계항진 등
- 호흡음, 호기의 연장, 습성 라음, 건성 라음, 기침 후의 라음(posttussive rales), 마찰
음(friction rub), 천명, 흉성(pectoriloquy), 기관지성(bronchophony)
(3) 정신 신경계
- 초조, 불안, 우울, 불면, 조증 등
- 두통, 현기증, 외상, 동통, 강직(stiffness), 종창
- 성격 혹은 정신상태의 변화, 기억력 저하, 지각장애, 감각장애, 보행장애, 근력저하 혹은
마비, 운동실조 등
- 행동 : 행동과잉, 무의지증, 실행증(apraxia)
- 구음장애(dysarthria), 발성장애(dysphonia), 실어증(aphasia)
- 신경근성 분포의 동통, 이상감각 및 근력저하, 양측성 원위부 감각장애
(4) 이비인후과계
- 인후두 점막 자극증상 및 소견 기술 (특히 후두부 중격 발적소견)
- 구강 : 구취, 잇몸출혈, 구강점막의 병변, 타액분비항진, 구내건조감, 혀의 동통, 지각이
상, 미각장애, 설태, 궤양, 색소침착, 점막진(enanthem)
- 성대 : 쉰목소리, 발성장애
- 귀 : 청력장애(난청), 이명, 현훈, 분비물(이루), 이통
- 코 : 분비물, 비출혈, 비폐색, 궤양, 후각 장애
(5) 안과적 소견
- 시력장애, 복시, 암점, 안구작열감, 눈물, 동통, 건조, 발적, 창백, 충혈,
점상출혈(petechiae), 각막혼탁, 반흔, 궤양 등 각막손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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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피부과적 소견
- 색조의 변화, 성상(긴장도, 습윤도, 경도), 피부발열, 부종, 발진, 반점, 혈관확장, 수장홍
반, 출혈, 발한(sweating), 피부홍조(flushing), 피부퇴색(blanching)
- 피부 통증, 발진, 수포, 가려움증, 모발 및 손톱의 색조변화, 손톱의 변형, 황달

마. 임상검사 항목
(1) 혈액 및 소변검사
1) CBC c Diff
2) Electrolyte Panel (5종 Na, K, Cl, P, Ca)
3) RFT (BUN/Cr), UA
4) LFT (AST/ALT, Total bilirubin, direct bilirubin, indirect bilirubin)
5) Glucose, T.CHO, LDL, HDL, TG
6) 소변 튜브에 날짜, 채취시간, 이름(년번) 표기하여 40~60mL 소변수집
==> -20℃에서 냉동보관(추후 건강영향조사시 수거예정)
(2) 호흡기 및 심혈관계 검사
1) Chest PA/Lat
2) EKG
3) 선택검사 항목
==> 호흡기 증상 호소 시 : PFT, HRCT, Pulse Oximetry, ABGA, CoHb
==> 가슴 갑갑함 등 심장관련 증상 호소시 : Cardiac Marker

바. 응급처치 지침
(1) 산화에틸렌 가스에만 노출된 환자 중 이미 병원 전 단계에서 제염을 시행 받았으며 피
부나 눈의 자극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제염 과정 없이 중환자 처치 구역으로
이송할 수 있다.
(2) 산화에틸렌은 호흡기계와 피부에 심한 자극제이며 중추 신경계 억제나 손상을 유발 할
수 있다.
- 많은 양의 산화에틸렌에 노출된 경우 대응 의료진은 호흡기 보호를 위해 양압 공기 흡
입기(self-contained breathing apparatus)를 착용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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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의 피부나 의복이 산화에틸렌 용액에 젖어있는 경우 대응 의료진들은 화학물질 개
인보호구(예: Tyvek 또는 saranex 등) 또는 부틸 고무 재질의 앞치마, 고무장갑, 눈
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3) 피부를 물로 세척하는 동안 오염된 의복을 신속하게 제거한다.
- 노출된 피부와 체모는 물을 이용하여 3~5분간 세척한다.
- 샤워 기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 소아와 노인을 제염하는 경우 저체온증의 발생에 주의해야 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담
요나 워머를 사용할 수 있다.
(4) 눈 부위 노출 시에는 물을 이용하여 최소한 15 분간 씻어내야 한다.
- 콘택트렌즈는 눈의 추가 손상 없이 쉽게 제거 가능할 경우 제거한다.
- 안검 경련의 증상 완화를 위해 tetracaine과 같은 안과용 마취제를 사용할 수 있고, 눈
꺼풀 아래의 적절한 세척을 위해 안검 견인기를 사용할 수 있다.
- 부식성 물질에 의한 손상이 의심되는 경우 또는 통증이 지속되거나 눈 손상의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세척을 지속하면서 중환자 처치 구역으로 이송한다.
(5) 충분히 오염제거가 된 후에는 기존의 A, B, C의 평가와 조치를 한다. 혼수, 저혈압, 발
작, 심장 부정맥 등의 증상은 기존의 방식으로 대응한다.
(산화에틸렌은 해독제가 없으므로 보존적인 방법으로 치료한다.)
(6) 호흡기계 증상이나 중추신경계 증상을 보이는 환자는 마스크를 통해 산소를 공급해야
한다.
- 기관지 연축을 보이는 경우 분무형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하여 치료한다.
- 복합 화학 물질에 노출된 경우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할 때 부작용이 발생 할 수 있다.
- 기관지 확장제를 선택할 때 환자의 심근 건강 상태를 고려해야 한다.
- 산화에틸렌 중독이 기관지 확장제나 심장에 민감한 약물을 사용할 때 부가적인 위험을
증가시키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다.
- 산화에틸렌 가스에 심각한 호흡 노출이 발생한 환자는 추후 만성 폐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7) 협착음을 보이는 소아는 에피네프린 분무를 고려한다.
- 2.25% 에피네프린 0.25~0.75mL를 2.5cc 증류수에 희석한 용액으로 시행한다. (필요시
20분마다 반복하며 심근의 반응에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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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산화에틸렌이 피부에 접촉 시 화학 화상이 발생할 수 있다.
- 화학 화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열화상과 같은 방법으로 치료한다.
- 산화에틸렌이 피부에 노출된 경우 피부염과 피부 화상을 유발시켜 피부에 흉터나 색소
침착을 유발할 수 있다.
- 피부에 동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40~42℃의 물에 피부의 붉은 색이 돌아올 때 까지
20~30분간 담가야 한다.
(9) 눈에 노출된 경우 적절한 세척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한다.
- 각막의 손상에 대해 검사를 시행하고 적절히 치료한다.
- 각막 손상이 있는 경우 즉시 안과의사에게 협진 해야 한다.
- 산화에틸렌이 눈에 심하게 노출된 경우 백내장이 발생할 수 있다.
- 각막손상이 발생한 환자는 24시간이내에 재검사해야 한다.
(10) 산화에틸렌의 구강 내 노출은 드물다. 활성탄의 투여가 도움이 될 수 있다.
- 산화에틸렌 용액의 휘발성과 매우 높은 반응도로 인해 구토를 유발해서는 안 된다.
- 산화에틸렌이 구강 내 노출 된 경우에는 활성탄(activated charcoal)을 성인이나 청소
년은 25~100g, 소아(1~12세)는 25~50g, 영아(1세미만)는 1g/kg 투여한다.
(11) 산화에틸렌 급성 중독은 중추 신경계 억제나 자극 증상에 기초하여 임상적으로 진단한다.
- 노출된 모든 환자는 CBC, glucose, electrolyte를 포함한 혈액검사를 시행한다.
- 추가 검사로 신기능 검사, 간기능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 중증 호흡기 노출 환자는 흉부 방사선 검사와 맥박 산소포화도 또는 동맥혈 가스검사를
시행한다.

[ 산화에틸렌 노출 환자 일반 처치 ]
(1) CBC, glucose, electrolyte를 포함한 혈액검사를 시행한다.
(2) 호흡기 노출 환자는 흉부 방사선 검사와 맥박 산소포화도 또는 동맥혈 가스검사를 시행
한다.
(3) 혼수, 저혈압, 경련, 부정맥 등의 증상은 기존의 방식으로 치료한다.
(4) 산화에틸렌 급성 중독은 중추 신경계 억제나 자극 증상에 기초하여 임상적으로 진단한다.
(5) 산화에틸렌은 해독제가 없으므로 보존적으로 치료한다.

[ 피부, 눈 노출 환자의 처치 ]
(1) 노출된 피부와 체모는 물을 이용하여 3~5분간 세척한다.
(2) 눈 부위 노출 시 물로 최소한 15분간 씻어내야 한다. 각막의 손상에 대해 검사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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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적절히 치료한다.
(3) 화학 화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열화상과 같은 방법으로 치료한다.
(4) 피부에 동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40~42℃의 물에 피부의 붉은 색이 돌아올 때 까지
20~30분간 담가야 한다.

[ 호흡기 노출 환자의 처치 ]
(1) 호흡기계 증상이나 중추신경계 증상을 보이는 환자는 마스크를 통해 산소를 공급해야 한다.
(2) 기관지 연축을 보이는 경우 분무형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하여 치료한다.
(3) 협착음을 보이는 소아는 에피네프린 분무를 고려한다.
(2.25% 에피네프린 0.25~0.75 mL를 2.5 cc 물에 희석한 용액으로 시행)

[ 구강 내 노출 환자의 처치 ]
(1) 구토를 유발해서는 안 된다.
(2) 활성탄의 투여가 도움이 될 수 있다.
(성인이나 청소년은 25~100g, 소아(1~12세)는 25~50g, 영아(1세미만)는 1g/kg 투여)

사. 상급기관 전원 지침
(1) 임상진찰 결과 심각한 수준으로 노출되었거나, 호흡기계, 심혈관계 등의 이상 소견이
있는 환자는 상급기관으로 전원의뢰 한다.
(2) 음독했거나 피부나 눈, 인후두 부위에 직접 산화에틸렌에 접촉한 병력이 있는 환자는
상급기관으로 전원의뢰 한다.
==> 지연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외래에서 최소 4시간에서 6시간 이상 경과 관찰을 해야 한다.
==> 지연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모든 환자는 24시간 이내에 증상에 관한 문진 및 흉부
방사선 검사, 소변, 혈액 검사를 재차 받아야 하며 각막 손상 환자들은 24시간이내에
안과 외래 재진을 받아야 한다.
(3) 상급기관 전원 사유
==> 산화에틸렌 노출에 의한 화상, 폐손상, 소화기계 손상 등의 증상 발생시 추가적 조
치를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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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외래진료 및 추적관찰 지침
(1) 짧은 시간의 호흡기 노출이고 무증상인 환자인 경우, 1시간 이상 증상 발현 여부 관찰
후 증상이 없으면 연락처를 남기고, 환자용 물질정보 시트와 증상 발현시를 대비한 의
학적 후속조치 안내 지침서를 받아서 귀가 할 수 있다.
(2) 노출 후에 최소 4시간에서 6시간 동안 무증상인 환자들 또한 환자용 물질정보 시트와
추후 증상 발현시를 대비한 의학적 후속조치에 관한 지침서를 받고 귀가하도록 한다.
(3) 노출이 의심되어 진료를 받은 모든 환자들은 반드시 24시간 후 다시 진료하고 자각증
상에 관해 문진 및 혈액, 소변검사, 흉부방사선 추적검사 등을 시행한다.
(4) 24시간 지연되어서 발현되는 증상이 있다면 필요에 따라 추가적 검사와 추적 흉부방사
선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5) 대부분의 화학물질 노출에 따른 지연 증상은 48시간 이내에 발현된다.
(6) 48시간 경과 이후에도 추가적인 발현 증상이 없다면, 이후부터는 대증적 치료를 시행한다.

자. 건강영향조사를 위한 참고사항
(1) 설문조사 및 외래진료 결과, 진료 의료인은 화학사고 노출과의 관련성에 대해 (관련있음
/관련없음) 등으로 판정하여 의견을 기술한다.
※ “관련 있음”으로 판정된 환자는 별도의 명단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2)

추후 시행

가능한

건강영향조사를 대비하여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용

소변을

40~60mL정도 수집하여 튜브에 날짜, 채취시간, 이름(년번) 표기하고 -20℃에서 냉동
보관한다. (추후 건강영향조사단에서 수거 또는 폐기 안내예정)

(3) 건강영향조사단의 특별한 지시가 없을 경우에는 소변 시료만 채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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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환자용 물질정보 시트
※ 이 유인물은 산화에틸렌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 및 후속조치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산화에틸렌이란 무엇입니까?
산화에틸렌은 10.5℃ 이하에서는 무색의 액체 상태이며 상온에서는 무색의 가스 상태로
존재합니다. 산화에틸렌은 병원 물품이나 화장품의 소독이나 멸균에 사용되고 담배, 모
피, 침구류 등의 훈증제로 사용되기도 하며 그 외 여러 화학물질과 부동액을 만드는 공
정에도 사용됩니다. 높은 농도의 산화에틸렌은 달콤하고 에테르(ether)와 비슷한 냄새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화에틸렌은 냄새가 거의 안 나는 매우 낮은 농도에서도 위
험한 노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산화에틸렌 노출에 의해 즉시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의 영향은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산화에틸렌 노출은 호흡기를 통해 발생합니다. 적은 양의 산화에틸렌에 노출
되어도 눈이나 코, 목에 자극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노출이 발생하면 심한
호흡 곤란, 피부 화상, 전신 쇠약, 경련, 혼수까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노
출 정도가 심할수록 더 심한 증상이 발생합니다.
3. 산화에틸렌 중독은 치료 될 수 있습니까?
산화에틸렌은 해독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증상이 발생한 경우 치료할 수 있으며 노출된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회복됩니다. 산화에틸렌에 심각한 노출이 발생한 경우 입원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향후 건강에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단일 소량 노출에 의해 발생한 증상이 빠르게 회복된 사람들은 증상이 지연되어 발생하
거나 장기간 인체에 영향을 일으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심한 노출이 발생한 경우에
12시간 이내에 증상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환자 후속지침 참조) 산화에틸렌은
혈액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추정되고 있으며, 산모가 임신 중에 산화에틸렌에 반복
적으로 심하게 노출된 경우 영아의 선천성 기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5. 산화에틸렌에 노출된 사람에게 어떤 검사를 할 수 있습니까?
혈액과 소변에서 산화에틸렌을 측정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만
약 심각한 노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혈액과 소변을 통한 산화에틸렌의 농도 측정과 다른
여러 검사가 혈액, 심장, 폐, 간, 신장 등의 장기 손상 여부를 아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
니다. 그러나 노출된 모든 경우에 검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 282 -

6. 산화에틸렌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하거나 유해가스노출 환경보건
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283 -

카. 환자용 후속지침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고, 다음 진료예약 확인 및 표기된 지침을 따르십시오.
24시간 이내에 특이증상 또는 징후가 발생하는 경우 응급실 또는 예약의사에게 전화문의
바랍니다.
※ 특히 아래의 증상인 경우 :
▶ 호흡곤란, 가쁜호흡, 흉통
▶ 안구의 통증이나 분비물
▶ 피부의 발적이나 통증, 피부 화상부위에서 고름과 같은 분비물
▶ 발열
▶ 팔이나 다리의 무력감, 감각이상
▶ 졸림, 피로, 두통
▶ 복통, 구토나 설사
[ ] 위에 기술된 증상이 발현되지 않는다면 추후 진료예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 필요시 전화문의 약속, 예약 의사 :
☞ 의사에게 전화문의 시 (

전화번호 :

)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

) 일 재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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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급실 / 클리닉, (

)월/(

)일, AM/P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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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일 동안은 업무에 복귀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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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어도 72시간 이상 담배연기에 노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담배연기가 폐의 상태를 악
화시킬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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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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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의사 서명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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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포스겐
가. 화학물질 정보
(1) 동의어
카르보닐 염화물(carbonyl chloride), 탄소 옥시염화물(carbon oxychloride), 탄소 이염
화 산화물 (carbon dichloride oxide), 탄소 이염화물(carbon dichloride), 탄산 이염화
물(carbonic acid dichloride), 클로로포밀 염화물(chloroformyl chloride)
(2) 물리·화학적 성질
∙ C A S N o : 75-44-5․ 분자식 및 구조식 : CCl2O
∙ 모양 및 냄새 :
무색의 기체, 쉽게 액화된다. 저농도에서는 마른 풀 냄새가 나나 고농도에서는 자극적인
냄새가 난다.
∙ 분 자 량 : 98.92 (1 ppm = 4.05 ㎎/㎥ :20℃) ․ 비 중 : 1.381 (20℃)
∙ 녹 는 점 : -118℃․ 끓 는 점 : 8.2℃
∙ 증 기 밀 도 : 3.4․ 증 기 압 : 1,215 ㎜Hg (20℃)
∙ 인 화 점 : 불연성․ 폭 발 한 계
∙ 전 환 계 수 : 1 ppm = 4.05 ㎎/㎥

1 ㎎/㎥ = 0.247 ppm (25℃, 760 mmHg)

∙ 용 해 도 : 물에 약간 녹아서 가수분해 되면 탄산가스와 염화가스 발생. 대부분의 탄화
수소계 용액에는 잘 녹는다.
∙ 기 타
열을 받으면 화학적으로 불안정하다.
(3) 발생원 및 용도
고분자 isocyanates의 생산, 농약
(4) 주로 노출되는 공정
- 취급사업장 : 화학공장, 농약생산공장
- 주요취급공정 : 화합물 혼합공정, 농약 살포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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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임상적 물질정보
(1) 흡수 및 대사
∙ 흡수 : 주로 호흡기 흡입에 의하여 인체 내로 들어온다.
∙ 대사 : 포스겐은 가수분해에 의해 Hydrochloric acid 와 Carbon Dioxide 로 분해된다.
∙ 배설 : 신장 및 폐를 통해서 배설 된다.
(2) 표적장기별 건강장해
1) 급성 건강영향
급성중독 증상으로는 초기의 점막자극 증상이 생기고, 지연성으로 하기도의 손상을 초
래하여 폐부종, 청색증, 심부전 증상을 일으킨다. 통상 2 ppm 이상의 농도에서는 LC50
이 적용되어 누적노출량이 500 ppm/min을 넘어서면 치사량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
지고 있지만 1 ppm 이하의 농도에서의 노출에 의한 건강영향은 치명적인 급성 건강영향
을 일으킬 위험은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만성 건강영향
ⅰ. 후각
- 만성적으로 포스겐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의 경우는 0.5 ppm 정도의 노출에 대해서는
“단냄새”가 나는 느낌을 받고, 1 ppm 정도의 농도가 되어야 전형적인 “마른 풀”냄
새를 맡게 된다고 한다.
ⅱ. 호흡기계
- 대부분, 만성적으로 노출되는 근로자들의 경우는 후각이 둔화되어 감지능력이 저하되
어 1 ppm 이하의 포스겐을 감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냄새의 역치; 0.9 ppm).
급성 노출에 의한 건강영향이 치명적이며, 잘 알려진데 반해서, 만성적인 노출에 의
한 건강영향은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못한 부분이 많지만, 폐 기종, 폐섬유화 등의
만성폐병변과 폐색성세기관지염(obliterative bronchiolitis) 등의 병변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아직 이러한 만성 폐병변과 포스겐 노출량에 대한 양-반
응관계는 증명되어 있지 못하다.
3) 발암성
발암성을 분류할 만한 충분한 데이터가 없음. (IARC : - , ACGIH : - )
(3) 노출기준
1) 기중 노출기준
- 한국(고용노동부, 2013) TWA : 0.1 ppm(0.4 ㎎/㎥) STEL : - 미국(TLV; ACGIH, 2011) TWA : 0.1 ppm STE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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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설정의 근거 : 기도 자극, 폐부종, 폐울혈, 폐기종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수준
(4) 참고문헌
1) Thienes, C., and T.J. Haley. Clinical Toxicology. 5th ed. Philadelphia: Lea and
Febiger, 1972. p 193
2) Freeman, S.; Grodins, F.S.; Kosman, A.J.: Fasciculus on Chemical Warfare
Medicine, Vol. II, Respiratory Tract, Chap. XX, Temperature and Humidity in
the Treatment of Phosene Poisoning. UNCLASSIFIED
Report. Committee on Treatment of Gas Casualities, U.S. National Research
Council, Washington, DC(1945).
3) ATSDR; Medical Management for Phosgene (COCl2) CAS 75-44-5; UN 1076. p.
5-6. Available from, as of July 17, 2007:
http://www.atsdr.cdc.gov/MHMI/mmg176.pdf
4) Gosselin, R.E., R.P. Smith, H.C. Hodge. Clinical Toxicology of Commercial
Products. 5th ed. Baltimore: Williams and Wilkins, 1984. p II-96
5) Bingham, E.; Cohrssen, B.; Powell, C.H. Patty's Toxicology Volumes 1-9 5th
ed. John Wiley & Sons. New York, N.Y. (2001). p 3632
6) American Conference of Governmental Industrial Hygienists. Documentation
of the TLV's and BEI's with Other World Wide Occupational Exposure Values.
CD-ROM Cincinnati, OH 45240-1634 2006.
7) European Chemicals Bureau; IUCLID Dataset, Phosgene (75-55-5) p. 38 (2000
CD-ROM edition). Available from, as of July 16, 2007:
http://esis.jrc.ec.europa.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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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요 문진항목
- 대부분의 포스겐 노출은 가스를 흡입함으로써 발생하게 된다.
- 낮은 농도에 단기간 노출되더라도 눈, 코, 목에 자극을 유발할 수 있다.
- 초기에 낮은 농도에의 노출은 증상이 경미하거나 거의 없기에 사람들은 노출된 장소
에 오랜 기간 동안 머무를 수 있다.
- 장기간 또는 고용량에 노출 될 경우 심한 호흡곤란, 저산소증에 의한 질식, 저혈압,
화학물질에 의한 폐렴, 폐부종, 무기폐가 발생할 수 있으며 호흡기계와 심혈관계의
심각한 손상이 동반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 주의할 점은 심각한 호흡기계 증상이 포스겐 노출 후 48시간 이후에 심각하게 나타
날 수 있으므로 반드시 48시간까지는 근접해서 환자를 관찰해야 한다.
▶ 기침, 호흡 곤란 또는 짧아진 호흡
▶ 가슴 통증, 불규칙한 심박동
▶ 안구 통증 및 분비물 증가
▶ 피부 부위 수포, 발진이나 통증의 증가, 화농성 분비물이 발생하는 경우
▶ 발열
▶ 원인 불명의 졸림, 피로나 두통이 발생한 경우
▶ 복통이나 구토, 설사가 있는 경우

(1) 현재 주된 증상(주소)
1) 화학사고 이후 노출에 의해 발생한 증상
- 작성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현재의 주된 자각증상을 확인한다.
- 특유의 자각증상 없이 막연한 산발적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에도 설문지 작성외의 증상
들은 기술하고 필요시 추적 조사하여 확인한다.
- 임상적 진단에 있어 임상진찰이나 임상검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자각증상의 조사이
다.
(2) 직업력, 거주지
1) 작성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화학사고 이후 노출에 의해 발생한 증상과 관련이 있을 만
한 직업력 및 거주지에 관한 정보를 상세화한다.
- 현재 직업력 : 업체명, 직종, 작업형태, 기간, 취급물질 등 직접 종사 작업
- 현재 거주지 (현 거주지가 화학물질 노출지역인 경우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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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출력 조사
※ 작성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화학사고 당시의 노출력에 대해 아래와 같이 확인한다.
1) 노출시 노출원과의 거리
2) 노출시간
3) 노출시 상황(야외 활동, 실내근무, 보호구 착용여부 등 직접노출, 간접노출 등에 관한
정보)
4) 대피여부 및 대피방법, 대피시 상황 등
5) 노출지역 주변의 식물(벼, 과수 등 농작물)의 고사 여부, 사업장 및 주택 등 건물 손상
여부
(4) 과거 병력조사
1) 작성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화학사고 이후 노출에 의해 발생한 증상과 관련이 있을만한
과거 병력에 관한 정보를 상세화한다.
2) 과거병력 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 일반 질병과 화학사고 이후 노출에 의해 발생한 증상과 관련 질환의 가능성이 높은 질
병으로 나누어 치료력이 있는 질병 및 외상에 관하여 조사한다.
(5) 현병력 및 생활습관 조사
- 현재의 이환상황 및 현재의 치료질병에 관하여 확인한다.
- 화학물질 노출 이후 발현 증상과 관련이 있는 질병에 관해서 조사한다.
1) 현 병명
2) 치료방법
3) 시기 : 치료개시시기
4) 생활습관 : 흡연력, 음주력 등

라. 이학적 검사항목
※ 호흡기·눈·피부·심장에 유의하여 진찰
※ 폐부종, 폐기종, 폐섬유화, 폐색성 세기관지염 등의 폐병변 ·폐질환과 합병된 (우심실
성) 심부전증상 ·만성적인 기관지의 자극증상 등에 유의하여 진찰
(1) 전신상태
- 활력징후 체온, 맥박, 호흡수, 혈압, 신장과 체중
- 체중변화, 권태감, 피로감, 발열, 오한, 발한, 식욕부진, 불면 등
- 정신상태 : 불안, 불면, 의식상태, 감정, 주의력, 기억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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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혈관계, 호흡기계
1) 심음 및 폐음 확인
- 기침, 가래, 호흡곤란, 객혈, 흉통, 천명, 청색증, 심계항진 등
- 호흡음, 호기의 연장, 습성 라음, 건성 라음, 기침후의 라음(posttussive rales), 마찰
음(friction rub), 천명, 흉성(pectoriloquy), 기관지성(bronchophony)
(3) 정신 신경계
- 초조, 불안, 우울, 불면, 조증 등
- 두통, 현기증, 외상, 동통, 강직(stiffness), 종창
- 성격 혹은 정신상태의 변화, 기억력 저하, 지각장애, 감각장애, 보행장애, 근력저하 혹은
마비, 운동실조 등
- 행동 : 행동과잉, 무의지증, 실행증(apraxia)
- 구음장애(dysarthria), 발성장애(dysphonia), 실어증(aphasia)
- 신경근성 분포의 동통, 이상감각 및 근력저하, 양측성 원위부 감각장애
(4) 이비인후과계
- 인후두 점막 자극증상 및 소견 기술 (특히 후두부 중격 발적소견)
- 구강 : 구취, 잇몸출혈, 구강점막의 병변, 타액분비항진, 구내건조감, 혀의 동통, 지각이
상, 미각장애, 설태, 궤양, 색소침착, 점막진(enanthem)
- 성대 : 쉰목소리, 발성장애
- 귀 : 청력장애(난청), 이명, 현훈, 분비물(이루), 이통
- 코 : 분비물, 비출혈, 비폐색, 궤양, 후각 장애
(5) 안과적 소견
- 시력장애, 복시, 암점, 안구작열감, 눈물, 동통, 건조, 발적, 창백, 충혈,
점상출혈(petechiae), 각막혼탁, 반흔, 궤양 등 각막손상 여부
(6) 피부과적 소견
- 색조의 변화, 성상(긴장도, 습윤도, 경도), 피부발열, 부종, 발진, 반점, 혈관확장, 수장홍
반, 출혈, 발한(sweating), 피부홍조(flushing), 피부퇴색(blanching)
- 피부 통증, 발진, 수포, 가려움증, 모발 및 손톱의 색조변화, 손톱의 변형, 황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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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임상검사 항목
(1) 혈액 및 소변검사
1) CBC c Diff
2) Electrolyte Panel (5종 Na, K, Cl, P, Ca)
3) RFT (BUN/Cr), UA
4) LFT (AST/ALT, Total bilirubin, direct bilirubin, indirect bilirubin)
5) Glucose, T.CHO, LDL, HDL, TG
6) 소변 튜브에 날짜, 채취시간, 이름(년번) 표기하여 40~60mL 소변수집
==> -20℃에서 냉동보관(추후 건강영향조사시 수거예정)
(2) 호흡기 및 심혈관계 검사
1) Chest PA/Lat
2) EKG
3) 선택검사 항목
==> 호흡기 증상 호소 시 : PFT, HRCT, Pulse Oximetry, ABGA, CoHb
==> 가슴 갑갑함 등 심장관련 증상 호소시 : Cardiac Marker

바. 응급처치 지침
(1) 대응 의료진들은 화학물질 개인보호구(예: Tychem 10000 또는 Teflon 등) 또는 부틸
고무 재질의 앞치마, 고무장갑(여러 겹의 라텍스 장갑), 눈 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2) 오염된 환자의 옷이나 개인 소지품은 빠르게 제거해야 한다. 노출된 피부와 체모는 3~5
분 동안 물로 세척한다. 샤워 기구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 비누를 사용해서 전신을 깨끗
이 씻어내도록 한다. 소아와 노인을 제염하는 경우 저체온증의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많은 양에 노출된 환자에게는 따뜻하고 조용한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한다. 포스겐 노출
후 많은 움직임은 환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3) 눈 부위 노출 시 물이나 생리 식염수로 적어도 15분간 씻어내야 한다. 콘텍트렌즈는 눈
의 추가 손상 없이 쉽게 제거 가능할 경우 제거한다. 시력을 측정 하고 각막 손상에 대
해 검사를 시행하고 적절히 치료한다. 심각한 각막손상을 보이는 환자는 즉시 안과의사
에게 협진을 의뢰한다. 안검 경련의 증상 완화를 위해 0.5% tetracaine과 같은 안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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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제를 사용할 수 있고, 눈꺼풀 아래의 적절한 세척을 위해 안검 견인기를 사용할 수
있다.
(4) 충분히 오염제거가 된 후에는 ABC의 평가와 조치를 한다. 기도를 확보하고 호흡, 순환
상태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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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해야 한다. 외상
이 의심되는 환자에게는 경추고정과 백보드(back board)를 거치한다.
(5) 노출된 모든 환자에서 CBC, glucose, 소변검사, 혈청 전해질을 포함한 혈액 검사를 시
행한다. 호흡기계에 노출된 환자는 흉부방사선 검사와 ABGA (동맥혈 가스검사), 산소
포화도 측정을 한다.
(6) 혼수, 저혈압, 쇼크, 경련, 심실성 부정맥을 보이는 환자는 ALS (Advanced Life
Support) 프로토콜에 따라서 치료한다.
⇒ 중증 환자에서는 우선 정맥로를 확보하고 심장리듬 모니터를 시행한다.
⇒ 혈압이 80 mmHg 미만인 경우 성인은 1000 mL/hour 생리식염수(saline) 또는 링거젖
산(lactated Ringer)용액을 정맥 내 투여한다. 수축기 혈압이 90 mmHg 이상인

경우

에는 150~200mL/hours의 속도이면 충분하다. 관류 장애를 보이는 소아 에서는 20
mL/kg의 생리 식염수를 10~20분간 투여하고, 이후 2~3 mL/kg/hours 의 속도로 주
입 한다.
⇒ 필요시 도파민(dopamine) 2~20μg/kg/min 또는 노르에피네프린(norepinephrine)
0.1~0.2μg/kg/min을 주입한다.
(7) 포스겐을 섭취한 경우 구토를 유발하지 않는다. 환자가 의식이 있고 삼킬 수 있는 경우
에만 물이나 우유 120~250 mL를 경구로 투여한다. 활성탄의 효능에 관한 자료는 없
다.
(8)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환자는 마스크를 통해 산소를 공급해야 한다. 기관지 연축을 보
이는 환자는 분무형 기관지 확장제로 치료한다. 협착음(stridor)을 보이는 소아는 라세
믹 에피네프린 분무를 고려한다. 0.25~0.75 mL의 2.25 %의 라세믹 에피네프린을 2.5
cc의 증류수에 희석한 용액으로 시행한다. 필요시 20 분마다 반복한다. 흡입 노출로 인
해 흉통, 가슴 압박감, 기침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 지연성 기관지염, 폐렴, 폐부종,
호흡 부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48시간동안 주기적으로 검사하며 관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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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피부에 액체 상태의 포스겐과 접촉한 경우 동상을 유발 할 수 있다.
소아의 경우 체표면적: 몸무게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피부를 통한 유독물질
의 흡수에 더 취약하다.
(10) 노출 경로에 상관없이 전신 중독의 증거가 있는 경우 입원치료를 고려해야 한다. 많은
양을 흡입한 경우 흡인성 폐렴 또는 간부전, 신부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관찰해야 한다.
(11) 무증상 환자도 최소 48 시간 동안 관찰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
지 않을 경우 퇴원시킨다.
(12) 포스겐의 해독제는 아직까지는 없다. 치료는 보존적 치료가 근간이 되며 특히 호흡기
계나 심혈관계 기능이상 유무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 전신 화상시 처치 ]
(1) 가능한 한 빨리, 비누와 다량의 물로 피부에서 액체 포스겐을 씻는다.
(2) 습기 찬 환경이나 물기가 있는 피부에 포스겐 가스가 노출되면 피부 자극 증상과 함께
피부홍반을 동반할 수 있다. 압력 하에 직접적인 액체 상태로 노출이 되면 동상을 입을
수 있으며 피부의 심한 부식성 자극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3) 피부로의 심한 노출로 폐혈전증, 폐부종까지 이어질 수 있다.
(4) 가벼운 피부 화상 환자도 24 시간 이내에 피부과적 재검진을 시행하는 것이 좋다.
(5) 액체에 노출이 의심되는 경우, 피해자는 모든 옷을 벗고 비누와 물로 피부를 씻어내야
한다. 샤워 영역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혼자 물에 샤워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
나, 물이 부족하고, 샤워기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오염 제거의 다른 형태는 0.5 % 차
아염소산 나트륨 용액 또는 분말, 활석 가루, 또는 백토 등의 흡착제 분말을 사용하는
것이다. 단지 증기에 노출 된 특정 경우, 외부 의복을 제거하고 비누와 물

또는 차아

염소산 나트륨의 0.5 % 용액으로 세척한다.
(6) 피부 병변은 치료에 몇 달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숙지해야 한다. 감염의 징후가

있

을 때는 전신 항생제를 사용을 고려한다.

[ 눈 노출 환자의 처치 ]
(1) 많은 양에 노출되면 각막의 혼탁이나 염증반응, 심할 경우 일시적인 실명, 각막의 궤양
까지도 일으킬 수 있다.
(2) 물이나 생리 식염수로 적어도 15분간 세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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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구용 마취제 0.5% tetracaine 점적으로 안구자극 증상을 경감시켜 줄 수 있다.
(4) 각막의 혼탁이나 염증반응이 있는 환자는 반드시 24시간 이내에 안과적 재검진을 시행
해서 안과적 손상의 진행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5) 붕대로 눈을 덮지 않아야 한다. 필요한 경우, 어둡거나 불투명 한 고글을 사용한다.

[ 호흡기 노출 환자의 처치 ]
(1) 산소 공급, 흉부방사선 검사, 산소 포화도 측정. 호흡기계 증상을 호소하는 모든 환자는
입원치료를 권고하도록 한다.
(2) 기관지 연축을 보이는 환자는 분무형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한다. 협착음을 보이는 소아
는 라세믹 에피네프린 분무를 고려한다.
(0.25~0.75 mL의 2.25 %의 에피네프린을 2.5 cc의 증류수에 희석한 용액)
(3) 지속적인 호흡기계 자극현상은 기관지 경련, 폐포의 파괴 및 염증반응을 일으켜 화학적
자극에 의한 기관지 확장증, 무기폐, 폐렴, 폐부종을 동반하며 RADS(Reactive Airway
Dysfunction Syndrome) 와 chemically or irritant- induced type of Asthma 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의료진은 정맥라인을 통해 corticosteroid 주사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뇨제 투여는 금기로 되어 있다. 포스겐 흡입으로 인한 폐부종 발생은 원
래 hypervolemic state가 아니라 모세혈관 투과성 증가에 의한 것이며 오히려
hypovolemic and hypotensive state에 가깝기에 이뇨제 투여는 오히려 환자의 상태
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소화기 노출 환자의 처치 ]
(1) 상온에서 포스겐은 가스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섭취 형태의 포스겐 노출은 거의 없다
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포스겐 액이 물에 방출되는 경우, 사용자가 터치 또는 포스겐
포함 식수에 의해 노출될 수 있다. 또한 포스겐 액체 식품과 접촉하는 경우, 사람들은
오염된 식품을 섭취함으로써 노출될 수 있다.
(2) 환자가 의식이 있고 삼킬 수 있는 경우 물이나 우유 120~250 mL 경구 투여
(3) 과량의 포스겐 액 섭취 환자의 경우 출혈성 위장관 염증병변과 소화기관의 부식성 손상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내시경 시행 고려.
(4) 입으로는 아무것도 투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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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상급기관 전원 지침
(1) 임상진찰 결과 심각한 수준으로 노출되었거나, 호흡기계, 심혈관계 등의 이상 소견이
있는 환자는 상급기관으로 전원의뢰 한다.

(2) 음독했거나 많은 양을 흡입한 경우, 피부나 눈, 인후두 부위에 접촉한 병력이 있는 환
자는 상급기관으로 전원의뢰 한다.
==> 지연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외래에서 최소 4시간에서 6시간 이상 경과 관찰을 해
야 한다.
==> 지연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모든 환자는 24시간 이내에 증상에 관한 문진 및 흉부
방사선 검사, 소변, 혈액 검사를 재차 받아야 하며 각막 손상 환자들은 24시간이
내에 안과 외래 재진을 받아야 한다.

(3) 상급기관 전원 사유
==> 포스겐 노출에 의한 화상, 호흡기손상, 심혈관계 손상 등의 증상 발생시 추가적 조
치를 위해서이다.

아. 외래진료 및 추적관찰 지침
(1) 짧은 시간의 호흡기 노출이고 무증상인 환자인 경우, 1시간 이상 증상 발현 여부 관찰
후 증상이 없으면 연락처를 남기고, 환자용 물질정보 시트와 증상 발현시를 대비한 의
학적 후속조치 안내 지침서를 받아서 귀가 할 수 있다.
(2) 노출 후에 최소 4시간에서 6시간 동안 무증상인 환자들 또한 환자용 물질정보 시트와
추후 증상 발현시를 대비한 의학적 후속조치에 관한 지침서를 받고 귀가하도록 한다.
(3) 노출이 의심되어 진료를 받은 모든 환자들은 반드시 24시간 후 다시 진료하고 자각증
상에 관해 문진 및 혈액, 소변검사, 흉부방사선 추적검사 등을 시행한다.
(4) 24시간 지연되어서 발현되는 증상이 있다면 필요에 따라 추가적 검사와 추적 흉부방사
선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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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부분의 화학물질 노출에 따른 지연 증상은 48시간 이내에 발현된다.
(6) 48시간 경과 이후에도 추가적인 발현 증상이 없다면, 이후부터는 대증적 치료를 시행한
다.

자. 건강영향조사를 위한 참고사항

(1) 설문조사 및 외래진료 결과, 진료 의료인은 화학사고 노출과의 관련성에 대해 (관련있음
/관련없음) 등으로 판정하여 의견을 기술한다.
※ “관련 있음”으로 판정된 환자는 별도의 명단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2)

추후 시행

가능한

건강영향조사를 대비하여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용

소변을

40~60mL정도 수집하여 튜브에 날짜, 채취시간, 이름(년번) 표기하고 -20℃에서 냉동
보관한다. (추후 건강영향조사단에서 수거 또는 폐기 안내예정)

(3) 건강영향조사단의 특별한 지시가 없을 경우에는 소변 시료만 채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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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환자용 물질정보 시트
※ 이 유인물은 포스겐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 및 후속조치에 관한 정보의 제공
을 목적으로 합니다.
1. 포스겐이란 무엇입니까?
상온에서 무색의 가스 형태로 존재합니다. 고용량에서는 질식할 정도의 자극적인 냄새
가

나며,

저용량일

때는

설익은

옥수수냄새나

갓

벤

풀냄새가

납니다.

포스겐

(Phosgene, CG)은 화학식 COCl₂을 가지는 물질로 분자량 98.9, 끓는점 7.84℃, 녹는점
-128℃ 비중 1.435(측정 온도 0℃)이며, 물에는 서서히 작용하여 염산과 이산화탄소로
가수 분해됩니다. 포스겐은 염소를 포함하고 있는 다양한 화학물질의 제조과정이나 그
산화물에서 발생합니다.
2. 포스겐 노출에 의해 즉시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의 영향은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포스겐 노출은 가스를 흡입함으로써 발생하게 됩니다. 낮은 농도에 단기간 노
출되더라도 눈, 코, 목에 자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 낮은 농도에의 노출은 증
상이 경미하거나 거의 없기에 사람들은 노출된 장소에 오랜 기간 동안 머무를 수 있습
니다. 장기간 또는 고용량에 노출 될 경우 심한 호흡곤란, 저산소증에 의한 질식, 저혈
압, 화학물질에 의한 폐렴, 폐부종, 무기폐가 발생할 수 있으며 호흡기계와 심혈관계의
심각한 손상이 동반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심각한 호흡기계 증상이 포스겐 노출 후 48시간 이후에 나타날 수 있으므
로 반드시 48시간까지는 근접해서 환자를 관찰해야 합니다.
3. 포스겐 중독은 치료될 수 있습니까?
포스겐은 해독제가 없으나, 중독증상은 치료될 수 있고 노출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별
한 문제가 없습니다. 심각한 노출 환자는 입원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매우 농축된
가스나 액체에 직접 노출되어 호흡기계나 심혈관계 증상이 나타난 환자는 중환자실 입
원치료가 필요할 수 있고, 장기적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4. 향후 건강상에 어떠한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단일 소량 노출에 의해 빠르게 회복된 사람들은 증상이 지연되어 발생하거나 장기간 신
체 영향을 일으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호흡기계에 노출이 심한 환자는 향후
폐 감염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노출이 발생한 후 호흡기손상이 나타나기 전에는 30분
에서 48시간까지 어떠한 중독증상도 느낄 수 없는 잠복기가 있는데, 심한 중독일수록
잠복기는 짧습니다다.
보건복지부 (DHHS), 국제암연구소 (IARC)와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는 포스겐을 발암물질로 분류하지 않고 있습니다. 포스겐 노출로 암이 발생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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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와 비뇨생식기계나 발달기형유발 물질로서의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연구결과가
부족합니다.
5. 포스겐에 노출된 사람에게 어떤 검사를 할 수 있습니까?
혈액과 소변을 이용하여 포스겐 노출 검사를 시행할 수 있지만 검사 결과는 유용하지
않습니다. 만약 심각한 노출이 발생한 경우라면 혈액과 소변검사 및 흉부 방사선 검사,
심전도 및 다른 검사들이 폐 손상이나 심혈관계 이상, 그리고 전신 중독 증상의 발생 여
부를 아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출 후 증상이 며칠 후에 나타날 수도 있
으므로 포스겐 노출 환자에 대해서는 초기평가 후에 반드시 모든 환자에게 호흡기계나
심혈관계에 대한 추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6. 포스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 안전관리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하거나 유해가스노출 환경보건센
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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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환자용 후속지침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고, 다음 진료예약 확인 및 표기된 지침을 따르십시오.
24시간 이내에 특이증상 또는 징후가 발현되는 경우 응급실 또는 예약의사에게 전화문의
바랍니다.
※ 특히 아래의 증상인 경우
▶ 기침, 호흡 곤란 또는 짧아진 호흡
▶ 가슴 통증, 불규칙한 심박동
▶ 안구 통증 및 분비물 증가
▶ 피부 부위 수포, 발진이나 통증의 증가, 화농성 분비물이 발생하는 경우
▶ 발열
▶ 원인 불명의 졸림, 피로나 두통이 발생한 경우
▶ 복통이나 구토, 설사가 있는 경우
[ ] 위에 기술된 증상이 발현되지 않는다면 추후 진료예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 필요시 전화문의 약속, 예약 의사 :
☞ 의사에게 전화문의 시 (

전화번호 :

)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

) 일 재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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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급실 / 클리닉, (

)월/(

)일, AM/P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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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일 동안은 업무에 복귀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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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어도 72시간 이상 담배연기에 노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담배연기가 폐의 상태를 악
화시킬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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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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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의사 서명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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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신경 작용제(Tabun (GA); Sarin (GB); Soman (GD); and VX
가. 화학물질 정보
(1) 동의어
GA: ethyl dimethylamidocyanophosphate; ethyl
N,N-dimethylphosphoramidocyanidate; ethyl
dimethylaminoethoxy-cyanophosphine oxide;
dimethylamidoethoxy-phosphoryl cyanide; EA1205;
dimethylphosphoramidocyanidic acid ethyl ester
GB: isopropyl methylphosphonofluoridate; isopropoxymethylphosphoryl fluoride;
trilone; MFI; TL1 618; isopropylmethanefluorophosphonate; T144; T2106;
fluoro(isopropoxy)methylphosphine oxide; methylisopropoxyfluorophosphine
oxide; zarin
GD: pinacolyl methylphosphonofluoridate; 1,2,2-trimethylpropyl
methylphosphonofluoridate; methylpinacolyloxyfluorophosphine oxide;
pinacolyloxymethylphosphonyl fluoride;
1,2,2-trimethylpropoxyfluoro(methyl)phosphine oxide; pinacolyl methylphosphonyl
fluoride
VX: O-ethyl S-(2-diisopropylaminoethyl) methylphosphonothiolate;
methylphosphonothioic acid; S-2-(diisopropylamino)ethyl O-ethyl
methylphosphonothioate; O-ethyl
S-(2-diisopropylaminoethyl)methylphosphonothioate; O-ethyl
S-(2-diisopropoylaminoethyl) methylthiolphosphonoate; O-ethyl
S-diisopropylaminoethyl methylphosphonothio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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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리·화학적 성질

Property

Nerve Agent
Sarin(GB)
Soman(GD)

Tabun(GA)
clear, Colorless, and

Description

tasteless liquid

clear,

Colorless,

tasteless, and odorless
liquid

Although GA has a
W a r n i n g

cannot be relied on

properties

to provide sufficient

none

Freezing point
S p e c i f i c
gravity
V

a

p

o

r

pressure
Vapor density
Liquid density
Flash point
Solubility
water
Volatility
NAERG#

in

162.3 daltons
to

(760mmHg)=316℉(158℃)
-68.8℉(-56℃)
1.089g/mL(water=1.0)

0.037mmHg

2.1mmHg

at

68℉

at

(20℃);0.057

0℃);2.9mmHg

mmHg at 77℉(25℃)
5.6(air=1.0)
1.08 g/mL at 77℉(2

(25℃)
4.9(air=1.0)

5℃)
172.4℉(78℃)
at

at

68℉(2
at

77℉

1.10 g/mL at 68℉(20℃)
nonflammable

77℉(2

5℃)

5℃)
153

oily

to dark brown
Although GD has a

liquid

fruit

warning

1.073g/mL(water=1.0)

490mg/㎥

and

odorless

or
none

to provide sufficient

140.1 daltons

475℉(220 to 246℃)
-58℉(-50℃)

9.8g/100g

tasteless;

against

toxic exposure

(760mmHg)=428

Boiling point

tasteless,

discolors with aging

cannot be relied on

exposure

weight

and

colored,

camphor odor, this

warning against toxic

Molecular

amber

slight

slight fruit odor, this

VX

pure liquid is clear,

77℉(2

miscible

182.2 daltons

267.4 daltons

(760mmHg)=332.6 to

(760mmHg)=568.4(

392℉(167 to 200℃)
-43.6℉(-42℃)

298℃)
-59.8℉(-51℃)

1.022g/mL(water=1.0

1.008g/mL(water=

)

1.0)

0.4mmHg at 77℉(2
5℃)
6.33(air=1.0)
1.02 g/mL at 77℉
(25℃)
249.8℉(121℃)
2.1g/100g

at

68℉

(20℃)

0.0007
mmHg

at

77℉(2

5℃)
9.2(air=1.0)
1.008 g/mL at 6
8℉(20℃)
318.2℉(159℃)
3g/100g(miscible
below

48.9℉

9.

22,000mg/㎥ at 77℉(2

3,900mg/㎥ at 77℉

4℃)
10.5mg/㎥ at 77℉

5℃)
153

(25℃)
153

(25℃)
153

∙ 기 타
GA는 분해되어 HCN, 질소 산화물, 인 산화물, 일산화탄소 및 시안화수소를 생성할 수
있다. 산성 조건 하에서 GB 및 GD는 가수분해되어 HF를 형성한다. GB는 주석, 마그네
슘, 카드뮴 도금강 및 알루미늄을 분해한다. VX는 가수분해되어 클래스 B 독성을 생성할
수 있다.

(3) 발생원 및 용도
대부분의 신경 작용제는 원래 살충제를 개발하기 위해 합성되었지만 독성때문에 군사용
으로 사용되었다. GA는 GB 합성 후 2년이 지나서 한 독일 과학자에 의해 1936년에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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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은 GA와 GB를 모두 화학무기로 사용하기 위해 개발했
지만 사용하지 않았다. GD는 독일 화학자에 의해 1944년에 합성되었으며, VX는 영국 과
학자에 의해 1950년대초에 합성되었다. 유사한 유기인산염 화학물질은 의학, 약리학 및
농업에서 사용되지만 신경 작용제 만큼의 독성은 없다. 신경가스는 이라크에서 테러 분자
들에 의해 이란과의 전쟁에 사용되었다.

(4) 주로 노출되는 공정
신경 작용제는 미국을 포함한 여러국가의 군사 비축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 임상적 물질정보
(1) 흡수 및 대사
∙ 흡수 : 호흡기, 소화기, 피부, 눈을 통해

쉽게 흡수된다.(폐를 통해 빠르게 흡수됨)

∙ 대사 : GA는 분해되어 HCN, 질소 산화물, 인 산화물, 일산화탄소 및 시안화수소를 생
성할 수 있다. 산성 조건 하에서 GB 및 GD는 가수분해되어 HF를 형성한다. GB는 주
석, 마그네슘, 카드뮴 도금강 및 알루미늄을 분해한다. VX는 가수분해되어 클래스 B
독성을 생성할 수 있다.
(2) 표적장기별 건강장해
1) 급성 건강영향
ⅰ. 신경계 : 동공, 콧물, 기관지 수축, 과도한 기관지 분비 및 경미한 정도의 호흡 곤란
을 유발, 접촉, 메스꺼움, 구토, 설사, 모든 경로의 노출에 의해 의식 상실, 발작, 근수
축, 이완 마비, 분비물, 무호흡 및 사망을 유발 가능, 인간의 행동 및 심리적 변화를 일
으킨다. 중추 신경계의 영향에는 과민성, 신경질, 피로, 불면증, 기억 상실, 판단력 저
하, 우울증 등이 포함됨. 고노출은 의식 상실, 발작 및 무호흡을 일으킬 수 있다.
ⅱ. 호흡기계 : 증기를 흡입하면 수초에서 수분 내에 호흡기의 영향을 받는다. 증후로는
과도한 콧물과 기관지 분비물, 흉부 압박감, 기관지 근육과 점액 분비로 인한 호흡 곤
란 등이 있다. CNS 저하로 인한 호흡 부전이 발생할 수 있다.
ⅲ. 심장 : 미주자극은 서맥을 유발할 수 있지만, 신경절 자극 및 저산소증의 영향으로
맥박이 증가 할 수 있다. 뇌파성 부정맥과 고혈압이 발생할 수 있다.
ⅳ. 피부 : 타액, 눈물샘, 땀샘 및 기관지 땀샘에 의한 과분비
ⅴ. 근골격계 : 신경 작용제는 골격근을 자극하여 근막과 경련을 일으켜 피로와 이완성
마비로 이어진다. 근육 경련증상은 신경 제제 노출을 나타내는 임상적 식별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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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성 건강영향
낮은 수준의 신경 독성물질의 장기간 노출에 관한 정보는 거의 없다.
3) 발암성
인간에서 신경 독성물질의 잠재적인 발암성에 관한 정보는 입수할 수 없다. 제한된 동
물실험 데이터에서는 신경 독성물질이 발암 가능성이 없음을 나타낸다.
(3) 노출기준
1) 기중 노출기준
- 한국 : - 미국 : (4) 참고문헌
1)

CDC.

Agency

for

Toxic

Substances

and

Disease

Registry.

Medical

Management Guidelines for Nerve Agents.

다. 주요 문진항목
- 독성이 강한 화학물질로 신경계 영향을 준다.
- 한방울에서 수밀리 정도 소량만 접촉을 해도 15분 내에 사망할 수 있다.
- 증상으로는 콧물, 발한 시야 흐림, 두통 호흡곤란, 침흘림, 구역, 구토, 근연축, 근경
련, 혼미, 경련, 마비 혼수 등
- 가스 노출시, 증상이 즉시 나타나지만 피부 노출시, 수시간 이상 지연되어 나타나기
도 한다.
▶ 어지러움, 인지 장애, 기억력 장애
▶ 기침, 짧아진 호흡 또는 천명음(호흡시 "쌕쌕” 거리는 소리)
▶ 구역, 구토, 복통, 설사
▶ 근경련, 근연축
▶ 시력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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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주된 증상(주소)
1) 화학사고 이후 노출에 의해 발생한 증상
- 작성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현재의 주된 자각증상을 확인한다.
- 특유의 자각증상 없이 막연한 산발적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에도 설문지 작성외의 증상
들은 기술하고 필요시 추적 조사하여 확인한다.
- 임상적 진단에 있어 임상진찰이나 임상검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자각증상의 조사이다.
(2) 직업력, 거주지
1) 작성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화학사고 이후 노출에 의해 발생한 증상과 관련이 있을 만
한 직업력 및 거주지에 관한 정보를 상세화한다.
- 현재 직업력 : 업체명, 직종, 작업형태, 기간, 취급물질 등 직접 종사 작업
- 현재 거주지 (현 거주지가 화학물질 노출지역인 경우 중요)
(3) 노출력 조사
※ 작성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화학사고 당시의 노출력에 대해 아래와 같이 확인한다.
1) 노출시 노출원과의 거리
2) 노출시간
3) 노출시 상황(야외 활동, 실내근무, 보호구 착용여부 등 직접노출, 간접노출 등에 관한
정보)
4) 대피여부 및 대피방법, 대피시 상황 등
5) 노출지역 주변의 식물(벼, 과수 등 농작물)의 고사 여부, 사업장 및 주택 등 건물 손상
여부
(4) 과거 병력조사
1) 작성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화학사고 이후 노출에 의해 발생한 증상과 관련이 있을만한
과거 병력에 관한 정보를 상세화한다.
2) 과거병력 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 일반 질병과 화학사고 이후 노출에 의해 발생한 증상과 관련 질환의 가능성이 높은 질
병으로 나누어 치료력이 있는 질병 및 외상에 관하여 조사한다.
(5) 현병력 및 생활습관 조사
- 현재의 이환상황 및 현재의 치료질병에 관하여 확인한다.
- 화학물질 노출 이후 발현 증상과 관련이 있는 질병에 관해서 조사한다.
1) 현 병명
2) 치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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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기 : 치료개시시기
4) 생활습관 : 흡연력, 음주력 등

라. 이학적 검사항목
※ 조혈기·신경계·눈·피부·비강·인두·간·신장에 유의하여 진찰
① 조혈기계 : 혈색소량, 혈구용적치, 적혈구수, 백혈구수, 혈소판수, 백혈구백분율
② 신경계 :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③ 눈·피부·비강·인두 : 점막자극증상 문진
※ 임상검사 또는 임상 진찰은 백혈병, 범혈구 감소증, 재생불량성 빈혈, 다발성 골수종
등 조혈기장해, 중추신경계장해(의식변화, 혼수, 보행 장해 등), 안장해, 피부장해, 비강장
해, 인두장해, 간장해, 신장장해 등에 대해 중점을 두어 진찰한다.
(1) 전신상태
- 활력징후 체온, 맥박, 호흡수, 혈압, 신장과 체중
- 체중변화, 권태감, 피로감, 발열, 오한, 발한, 식욕부진, 불면 등
- 정신상태 : 불안, 불면, 의식상태, 감정, 주의력, 기억력 등
(2) 심혈관계, 호흡기계
1) 심음 및 폐음 확인
- 기침, 가래, 호흡곤란, 객혈, 흉통, 천명, 청색증, 심계항진 등
- 호흡음, 호기의 연장, 습성 라음, 건성 라음, 기침후의 라음(posttussive rales), 마찰
음(friction rub), 천명, 흉성(pectoriloquy), 기관지성(bronchophony)
(3) 정신 신경계
- 초조, 불안, 우울, 불면, 조증 등
- 두통, 현기증, 외상, 동통, 강직(stiffness), 종창
- 성격 혹은 정신상태의 변화, 기억력 저하, 지각장애, 감각장애, 보행장애, 근력저하 혹은
마비, 운동실조 등
- 행동 : 행동과잉, 무의지증, 실행증(apraxia)
- 구음장애(dysarthria), 발성장애(dysphonia), 실어증(aphasia)
- 신경근성 분포의 동통, 이상감각 및 근력저하, 양측성 원위부 감각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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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비인후과계
- 인후두 점막 자극증상 및 소견 기술 (특히 후두부 중격 발적소견)
- 구강 : 구취, 잇몸출혈, 구강점막의 병변, 타액분비항진, 구내건조감, 혀의 동통, 지각이
상, 미각장애, 설태, 궤양, 색소침착, 점막진(enanthem)
- 성대 : 쉰목소리, 발성장애
- 귀 : 청력장애(난청), 이명, 현훈, 분비물(이루), 이통
- 코 : 분비물, 비출혈, 비폐색, 궤양, 후각 장애
(5) 안과적 소견
- 시력장애, 복시, 암점, 안구작열감, 눈물, 동통, 건조, 발적, 창백, 충혈,
점상출혈(petechiae), 각막혼탁, 반흔, 궤양 등 각막손상 여부
(6) 피부과적 소견
- 색조의 변화, 성상(긴장도, 습윤도, 경도), 피부발열, 부종, 발진, 반점, 혈관확장, 수장홍
반, 출혈, 발한(sweating), 피부홍조(flushing), 피부퇴색(blanching)
- 피부 통증, 발진, 수포, 가려움증, 모발 및 손톱의 색조변화, 손톱의 변형, 황달

마. 임상검사 항목
(1) 혈액 및 소변검사
1) CBC c Diff
2) Electrolyte Panel (5종 Na, K ,Cl, P, Ca)
3) RFT (BUN/Cr), UA
4) LFT (AST/ALT, Total bilirubin, direct bilirubin, indirect bilirubin)
5) Glucose, T.CHO, LDL, HDL, TG, serum lactate
6) 소변 튜브에 날짜, 채취시간, 이름(년번) 표기하여 40~60mL 소변수집
==> -20℃에서 냉동보관(추후 건강영향조사시 수거예정)

※ 혈액에서 acetylcholinesterase라는 효소의 활성을 측정하여 노출 정도나 회복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 중등도의 노출이 동반된 경우 RBC cholinesterase activity를 매주 또는 매월 측
정한다 ( 정상화 약 3-4개월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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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호흡기 및 심혈관계 검사
1) Chest PA/Lat
2) EKG
3) 선택검사 항목
==> 호흡기 증상 호소 시 : PFT, HRCT, Pulse Oximetry, ABGA, CoHb
==> 가슴 갑갑함 등 심장관련 증상 호소시 : Cardiac Marker

바. 응급처치 지침
[ 제염 단계 ]
(1) 병원 전 단계에서 제염 처치를 받지 않았다면 응급실 입실 전 제염 구역에서 먼저 제염을
시행한다.
(2) 신경 독성물질은 독성이 강하고 흡수가 빠르며 실온에서 기화되는 성질을 가지므로 노출
수분 안에 제염처리가 되어야 한다.
(3) 제염자 보호
1) 호홉 보호구 : 신경가스에 노출이 될 경우를 대비하여 양압(Positive- pressure), 및 자
급식 호흡장비(Self- contained breathing apparatus, SCBA)가 권고된다.
2) 피부 보호구 : 액체 또는 고농도 압축 가스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화학물질 보호의가 권
고된다. (chemical- protective clothing) 이 및 부틸(butyl) 고무 글러브가 권고된다.
(4) 제염자의 보호장구 사용이 어린이 환자들에게는 공포심을 유발하여 추가 처치에 대한 순
응도를 낮출 수 있음을 주의한다.
(5) 거동할 수 있는 환자는 본인이 제염을 하도록 한다. 오염된 옷과 개인 소지품들을 몸에서
제거하고 두 봉투에 따로 나누어 담는다.
(6) 신경가스에만 노출된 경우 의복을 제거하고 노출된 부위를 비누와 물로 씻는다.
(7) 액체에 노출된 경우 의복을 제거하고 비누와 물 또는 0.5% hydrochlorite 로 씻어낸다.
(8) 소아 환자나 노인 환자의 제염시에는 저체온증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제염을 시행해
야 한다. 가능하면 워머나 담요를 사용한다.
(9) 눈 접촉 시 화학물질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물이나 생리식염수로 5~10분가량 세척한다.
contact lense를 착용하고 있을 경우 추가 손상 없이 쉽게 제거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제거한다.
(10) 모든 섭취의 경우 구토를 유도하지 않는다. 만약 구토가 일어나면 구토물이 기도를 막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머리를 둔부보다 낮추고 기도를 보호한다. 환자가 삼킬 수 있는 경
우 활성탄을 투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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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환 구역 처치 단계 ]
(1) 환자는 적절하게 제염이 되어 있거나 신경 독성 가스에만 노출이 되어 이차 오염의 가능
성이 낮은 상태로 처치 구역에 배치되어야 한다.
(2) 충분히 오염제거가 되었음을 확인한 후에는 기존의기도 호흡 맥박을 평가하고 보조한다.
(3) 호흡 부전이 동반된 경우 기도를 확보하고 기관 삽관을 시행한다. 삽관이 불가능할 경우
훈련된 수행자가 윤상갑상연골절개를 시행한다.
(4) 중증으로 판단되는 환자 중 중환자 구역 처치 전 단계에서 정맥로 확보가 안되었던 환자
에게는 정맥로를 확보한다. 지속적으로 심장 기능 모니터링을 한다.
(5) 해독제 투여와 임상적으로 발생 가능한 전신 독성 발현에 대한 평가를 시행한다. 전 단계
에서 해독제 투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가능한 빨리 해독제를 투여한다. 지침은 상기
대응 지침을 따른다.
(6)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저혈압이거나 경련이나 심장 부정맥을 보인다면 기존 전문 생명
소생술(Advanced Life support, ALS)프로토콜에 따라 ABC(Airway, Breathing,
Circulation)순서로 위험 소견에 우선순위를 두고 진료를 진행한다.
(7) 경련 치료를 위해 Diazepam (성인 5~10mg, 소아 0.2~0.5 mg/kg)을 사용한다.
benzodiazepines 계열을 투여하며 barbiturates, phenytoin 등은 효과가 없다
(8) 동반 외상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고 경부 외상이 의심되는 경우 수동으로 경부를 고정시키
고 실현가능하면 경추부목과 척추부목을 고정한다.
(9) 흡입 노출
1) 호흡기를 통해 쉽게 흡수되어 노출 수초에서 수분 안에 콧물 인후 및 흉부 불편감 및 호
흡 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한다. ⇨ 보조가 필수적이다.
2) 독성이 강하여 노출 수분에서 수시간 안에 호흡 부전으로 사망할 수 있다.
3) 경도 노출의 경우 해독제를 투여하고 산소를 적절하게 공급한다.
4) 비물을 코 입 기관지에서 흡입하여 적절히 제거한다.
5) 호흡 부전시 기관지 삽관 및 기계 환기를 시행하고 기도 저항이 동반된 경우 기관지 수축
이나 경련 등을 고려한다. 아트로핀 투여 시 기도 저항이 감소한다.
6) 흡입 노출 환자가 흉통이나 기침을 호소할 경우 6~12시간 간격으로 환자를 검진하고 지
연성 기관지염, 폐렴, 폐부종, 호흡 부전 등의 대한 평가를 한다.
(10) 피부 노출
1) 신경 독성 물질은 독성이 강하고 흡수가 빠르며 실온에서 기화되는 성질을 가지므로 노출
수분 안에 제염처리가 되어야 한다.
2) 피부 노출 시 길게는 노출 후 18시간까지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11) 눈 노출
1) 축동의 정도로 노출 정도나 해독제의 효과를 판단할 수 없으며 축동은 노출 후 수시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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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까지 진행될 수 있다.
2) 안구 통증이나 구역 구토 등이 동반된 경우 빛을 차단하고 atropine 이나 homatropine
점안을 고려하고 시력을 평가 한다.
(12) 소화기 노출
1) 구토를 유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갑작스런 호흡 부전에 의한 심장 마비나 경련 등이
동반된 경우 토사물이 기도로 흡입될 수 있다.
2) 상기 확인 후 환자의 의식이 명료하고 삼킬 수 있는 경우 활성탄을 투여한다.
3) 섭취 30분 이내 환자에 대한 평가가 완료되었을 경우 gastric lavage를 고려할 수 있다.

[ 전신 화상시 처치 ]
(1) 신경 독성물질은 독성이 강하고 흡수가 빠르며 실온에서 기화되는 성질을 가지므로 노
출 수분 안에 제염처리가 되어야 한다.

[ 눈 노출 환자의 처치 ]
(1) 축동의 정도로 노출 정도나 해독제의 효과를 판단할 수 없으며 축동은 노출 후 수시간
후에 까지 진행될 수 있다.
(2) 안구 통증이나 구역 구토 등이 동반된 경우 빛을 차단하고 atropine 이나 homatropine
점안을 고려하고 시력을 평가 한다.

[ 호흡기 노출 환자의 처치 ]
(1) 호흡기를 통해 쉽게 흡수되어 노출 수초에서 수분 안에 콧물 인후 및 흉부 불편감 및
호흡 보조가 필수적이다.
(2) 경도 노출의 경우 해독제를 투여하고 산소를 적절하게 공급한다. 분비물을 코 입 기관지
에서 흡입하여 적절히 제거한다.
(3) 호흡 부전시 기관지 삽관 및 기계 환기를 시행하고 기도 저항이 동반된 경우 기관지 수축
이나 경련 등을 고려한다. 아트로핀 투여 시 기도 저항이 감소한다.

[ 소화기 노출 환자의 처치 ]
(1) 구토를 유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갑작스런 호흡 부전에 의한 심장 마비나 경련 등
이 동반된 경우 토사물이 기도로 흡입될 수 있다.
(2) 환자의 의식이 명료하고 삼킬 수 있는 경우 활성탄을 투여한다.
(3) 섭취 30분 이내 환자에 대한 평가가 완료되었을 경우 gastric lavage를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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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독제 사용 방법 ]
(1) 증상이 있거나 신경 독성 물질에 노출이 의심되는 경우 atropine과 2-PAM Cl을 투여
한다.
1) Atropine
①작용 : Atropine은 무스카린성 수용체에서 아세틸콜린의 효과를 억제한다.
②초기 용량 : 초기 atropine 투여 용량은 중독의 중증도에 따라 다르다.
√WHO 지침: atropine 2 mg 을 5-10분 간격으로 근주 --> 피부가 건조하여지고 동공
이 확대되며 빈맥이 발생할 때까지 반복
√최근 지침 : atropine 1-2 mg 투여 후 반응이 없으면 3-5분마다 두 배씩 증량--> 피부
가 건조하여지고 동공이 확대되며 빈맥이 발생할 때까지 반복하여 정주 (점진적 증량 요
법이 사망률이 낮고 부작용이 적다는 보고가 있어 선호)
③유지용량 : Atropine 유지 용량과 기간에는 정립된 지침이 없다
√초기 부하용량으로 환자의 무스카린성 독성 상태가 호전된 이후 유지 용량은 총 부하용
량의 10~20%가 매시간 투여 되도록 주입하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 그 용량을 적정
(titration)할 것이 권고
④주의사항
√tropine은 소량(정상 성인의 경우 0.5 mg 이하) 투여 시 서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심
전도 감시를 시행한다. --> 소량의 atropine 사용으로 인해 유발된 서맥은 atropine의
추가 투여에 의해 대개 정상으로 회복된다.
√Atropine의

과용량으로 인한 과도한 무스카린성 효과로 치료과정에서 흔히동반되는

정신증으로 흥분과 과민반응, 혼돈상태, 환청, 환시, 부적절한 언어표현, 경련 등이 동반
될 수 있다. --> 치료과정에서 나타나는 가역적 변화이므로 무리하게 진정제로 조절하
지 않고 atropine 감량만으로 대부분 호전된다.
2) Pralidoxime
①작용 : Pralidoxime (2-pyridine aldoxime methylchloride, 2-PAM)은 콜린에스테라
제효소(AChE)를 재활성화시켜 아세틸콜린을 분해
√pralidoxime은 단독으로 사용하지 말고 항상 atropine과 함께 사용해야 한다.
√빠른 시간 안에 투여하여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유기인제와 AChE
결합물의 구조적 변화를 초래하여 재활성화되지 않음, 특히 신경가스는 짧은 시간 안에
숙성됨)
√Pralidoxime에 대한 임상적 반응은 그 독성 종류 및 노출 정도에 따라 차이가 크며 얼
마나 빨리 투여하는지가 임상적으로 중요.
②초기 용량 : Palidoxime의 최적 용량은 아직 확립되지 않았다. 중독 증상의 중증도에 따
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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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 성인에게 최소한 30 mg/kg, 소아에게 25~50 mg/kg을 정맥 주사하는 것을 권
장 (30분에 걸쳐 천천히 투여)
√ATSDR(Agency for Toxic Substances and Disease Registry) : 15mg/kg을 권장
(30분에 걸쳐 천천히 투여)
√제조회사 권장 : 성인에게 1~2 g을 생리식염수 100 mL에 혼합하여 15~30분 동안 정주
(연속 정주 방법이 간헐적 투여에 비해 혈중 농도를 안정적으로 유지됨)
③치료 기간 : 숙성이 일어나는 시간이 다양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시간 기준은 없다.
√유지 용량으로는 8 mg/kg/hr(최대 650 mg/hr) 을 권장한다.
√유지 용량의 pralidoxime 투여는 환자의 임상적 반응을 보면서 계속 조절여야 하며, 경
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의 투여가 필요할 수도 있다.
④주의사항
√빠른 속도로 정맥주사 하는 경우 갑작스런 심정지나 후두연축, 근육 강직과 관련된 호흡
정지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30분에 걸쳐 천천히 투여한다.
√투여 속도에 따라 일시적인 어지러움, 시력의 혼탁, 이완기혈압의 상승이 나타날 수 있
다. 혈압 상승이 지속될 경우 phentolamine을 투여한다.

Antidotes
Mild/Moderate
Severe Symptoms
Symptoms

Patient
Age

·Atropine:0.05mg/kg
Infant

or 0.02mg/k IV;

(0-2 yrs)

·2-PAM

Child
(2-10 yrs)
Adolescent
(>10yrs)

Adult

IM

Cl:15mg/kg

IV

Cl:15mg/kg

IV

slowly
·Atropine:2mg/kg IM;
·2-PAM

Cl:15mg/kg

slowly
·Atropine:2

to

IV

4mg/kg

IM;
·2-PAM

⇒필요시 기계환기로 보조한다

or 0.02mg/k IV;

slowly
·Atropine:1mg/kg IM;
·2-PAM

·Atropine:0.1mg/kg IM

Other Treatment

·2-PAM Cl:15mg/kg IV
slowly
·Atropine:2mg IM;

⇒Atropine은 기관지 분비물이 감소하고

·2-PAM Cl:15mg/kg IV

까지

slowly
·Atropine:4mg IM;

· IV line 확보 전 : 연령에 맞게 2-6mg

·2-PAM Cl:15mg/kg IV

·IV line 확보 시 : 초기용량(1-4mg)투여

IV slowly

IM ￫ 5-10분 간격으로 반복 투여

slowly
·Atropine:6mgIM;
·

Cl:15mg/kg(1g)

호흡이 안정되며 기도 저항이 정상이 될 때

2

-

P

A

Cl:15mg/kg(1g)

후 반응이 없으면 3-5분마다 두 배씩
M
IV

slowly

증량하여 atropinization 확인
⇒2-PAM 의한 고혈압 : Phentolamine
·소아 : 1mgIV
·성인 : 5 mg IV

Elderly,
frail

·Atropine:1mg/kg IM;

·Atropine:2mg IM;

·2-PAM Cl:5 to 10mg/kg

·2-PAM

IV slowly

10mg/kg IV slowly

Cl:5

to

⇒경련조절 : Diazepam
·<5세이하 : 0.2-0.5 mg IV
·>5세이상 : 1 mg IV
·성인 : 5 mg IV

1. Mild/Moderate symptoms include localized sweating, muscle fasciculations, nausea, vomiting, weakness,dyspn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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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evere symptoms : unconsciousness, convulsions, apnea, flaccid paralysis.

√Pralidoxime은 신장으로 배설되므로 신부전 환자에게는 용량을 감량한다.

사. 상급기관 전원 지침
(1) 소량의 신경가스에 노출되어 축동과 경미한 콧물만 동반된 경우는 입원이 필요하지 않
다. 이외 다른 모든 환자들은 입원하여 집중 경과 관찰을 필요로 한다.
(2) 음독했거나 피부나 눈, 인후두 부위에 직접 염산에 접촉한 병력이 있는 환자는 상급기
관으로 전원의뢰 한다.
==> 지연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외래에서 최소 6시간에서 12시간 이상 경과 관찰을 해
야 한다.
==> 지연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모든 환자는 24시간 이내에 증상에 관한 문진 및 흉부
방사선 검사, 소변, 혈액 검사를 재차 받아야 하며 각막 손상 환자들은 24시간이내에
안과 외래 재진을 받아야 한다.
(3) 상급기관 전원 사유
==> 화상, 폐손상, 소화기계 손상, 조혈기계 영향 (혈소판 감소증, 재생 불량성 빈혈, 범
혈구 감소증 및 급성 골수백혈병)에 대해 모니터링 해야 한다.
==> 잠재적인 골수영향 (혈소판 감소증, 재생 불량성 빈혈, 범혈구 감소증 및 급성 골수
백혈병)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CBC (최소 3 개월에 한 번) 검사를 받도록
한다.

아. 외래진료 및 추적관찰 지침
(1) 소량의 신경가스에 노출되어 축동과 경미한 콧물만 동반된 경우는 입원이 필요하지 않
다. 노출 후 6 ~ 12시간 이상 무증상인 환자들의 경우는 연락처를 남기고 증상 발현
시를 대비한 안내 지침서를 받아가지고 퇴원 할 수 있다.
(2) 노출 후에 최소 18시간 동안 무증상인 환자들 또한 환자용 물질정보 시트와 추후 증상
발현시를 대비한 의학적 후속조치에 관한 지침서를 받고 귀가하도록 한다.
(3) 지연성 효과 : 피부 노출 시 길게는 노출 후 18시간까지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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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노출이 의심되어 진료를 받은 모든 환자들은 반드시 24시간 후 다시 진료하고 자각
증상에 관해 문진 및 혈액, 소변검사, 흉부방사선 추적검사 등을 시행한다.
(4) 귀가 이후의 안정가료 및 증상 발현 또는 재발시 즉시 내원할 것을 교육한다. 24시간
지연되어서 발현되는 증상이 있다면 필요에 따라 추가적 검사와 추적 흉부방사선 검사
를 시행할 수 있다.
(5) 대부분의 화학물질 노출에 따른 지연 증상은 48시간 이내에 발현된다.
(6) 48시간 경과 이후에도 추가적인 발현 증상이 없다면, 이후부터는 대증적 치료를 시행한
다.
(7) 중등도의 노출이 동반된 경우 RBC cholinesterase activity를 매주 또는 매월 측정한
다 (정상화 약 3~4개월 소요)
(8) 정상화될 때 까지 organophophate 살충제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한다.
(9) 영구적으로 기억력 장애, 인지 학습장애, 수면장애, 기분장애, 두통, 감각 장애 등의 중
추 신경 기능의 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추적관찰이 필요하다.

자. 건강영향조사를 위한 참고사항
(1) 설문조사 및 외래진료 결과, 진료 의료인은 화학사고 노출과의 관련성에 대해 (관련있음
/관련없음) 등으로 판정하여 의견을 기술한다.
※ “관련 있음”으로 판정된 환자는 별도의 명단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2)

추후 시행

가능한

건강영향조사를 대비하여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용

소변을

40~60mL 정도 수집하여 튜브에 날짜, 채취시간, 이름(년번) 표기하고 -20℃에서 냉동
보관한다. (추후 건강영향조사단에서 수거 또는 폐기 안내예정)

(3) 건강영향조사단의 특별한 지시가 없을 경우에는 소변 시료만 채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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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환자용 물질정보 시트
※ 이 유인물은 신경 작용제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 및 후속조치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신경 작용제란 무엇입니까?
소만, 사린, 타분, VX 등의 신경 독성 물질은 화학전 무기로 유기인계 살충제와 유사하
지만 독성은 훨씬 강력합니다. 무색 또는 황색의 기체의 아무 맛이 나지 않고 실온에서
기화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Ÿ

타분(tabun-GA)은 약간의 과일향이 나며, 사린(sarin-GB)은 무향, 소만(soman-GD)은
약간의 장뇌향이 납니다.

2. 신경 작용제 노출시 즉시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의 영향은 무엇입니까?
독성이 강한 화학물질로 신경계 영향을 줍니다. 한방울에서 수밀리정도 소량만 접촉을
해도 15분 내에 사망할 수 있습니다. 증상으로는 콧물, 발한 시야 흐림, 두통 호흡곤란,
침흘림, 구역, 구토, 근연축, 근경련, 혼미, 경련, 마비 혼수 등으로 가스 노출 시 증상이
즉시 나타나지만 피부 노출 시 수시간 이상 지연되어 나타나기도 합니다.
3. 신경 작용제 노출에 의한 증상은 치료될 수 있습니까?
노출 이후 가능한 빨리 해독제를 투여해야 하며 즉걱적인 오염 제거와 입원이 필요합니
다.
4. 향후 장기간 건강상의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완전한 회복은 수개월이 걸립니다. 다량의 신경 독성물질에 노출된 경우 지연성 경련이
동반될 수 있으며 영구적인 중추신경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5. 신경 작용제에 노출된 사람에게 어떤 검사를 할 수 있습니까?
혈액에서 acetylcholinesterase 라는 효소의 활성을 측정하여 노출 정도나 회복 여부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6. 신경 작용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하거나 유해가스노출 환경보건
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314 -

카. 환자용 후속지침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고, 다음 진료예약 확인 및 표기된 지침을 따르십시오.
24시간 이내에 특이증상 또는 징후가 발현되는 경우 응급실 또는 예약의사에게 전화문의
바랍니다.
※ 특히 아래의 증상인 경우 :
▶ 어지러움, 인지 장애, 기억력 장애
▶ 기침, 짧아진 호흡 또는 천명음(호흡시 "쌕쌕” 거리는 소리)
▶ 구역, 구토, 복통, 설사
▶ 근경련, 근연축
▶ 시력저하
[ ] 위에 기술된 증상이 발현되지 않는다면 추후 진료예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 필요시 전화문의 약속, 예약 의사 :
☞ 의사에게 전화문의 시 (

전화번호 :

)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

) 일 재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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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급실 / 클리닉, (

)월/(

)일, AM/P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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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일 동안은 업무에 복귀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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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어도 72시간 이상 담배연기에 노출되어서는 안됩니다; 담배연기가 폐의 상태를 악화
시킬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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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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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의사 서명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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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수포 작용제(Blister

Agents, Sulfur Mustard Agent)

가. 화학물질 정보
(1) 동의어
Bis(2-chloroethyl) sulfide; bis(beta-chloroethyl) sulfide;
di-2-chloroethyl sulfide; 1-chloro-2(beta-chloroethylthio)ethane;
2,2'-dichloroethyl sulfide; sulfur mustard; Iprit; Kampstoff “Lost”
mustard gas; senfgas, S-yperite; yellow cross liquid; Mixture of bis
(2-chloroethyl) sulfide and bis [2-(2-chloroethylthio )-ethyl ]
ether
(2) 물리·화학적 성질
Physical properties of Sulfur Mustards
Property

Agent H and HD
Colorless

Description

Warning properties

when

pure

Agent HT
but

usually a pale yellow, dark
brown or black oily liquid.
The vapor is colorless
Faint garlic or mustard odor
(odor threshold 0.6 mg/㎥)

Molecular weight

159.08 daltons

Boiling point
Freezing point
Specific gravity

(760mmHg)=419℉(217.5℃)
58.1℉(14.5℃)
1.27g/mL(water=1.0)

Clear yellowish liquid

Slight garlic or mustard-like
odor
159.08

daltons(HD);

263.2

daltons(T)
(760mmHg)=>442℉(>228℃)
32 to 34.3℉(0 to 1.3℃)
No data

Blister Agent(H, HD, HT)
Vapor pressure
Vapor density
Liquid density
Flash point
Solubility in water
Volatility
NAERG#

0.072mmHg at 68℉(20℃);0.11
mmHg at 77℉(25℃)
5.4 to 5.5(air=1.0)
1.24 to 1.27g/mL at 68℉(20℃)
221℉(105℃)
0.8g/L at 68℉(20℃)
600mg/㎥(20℃)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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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data
6.92(air=1.0)
1.27g/mL
212℉(100℃)
Practically insoluble
No data
153

∙ 기 타
약간의 마늘이나 겨자 냄새가 나는 황색에서 갈색의 유성 물질이다. Agent H는 약 20
~ 30 %의 불순물 (주로 황)을 함유한다. 증류한 겨자는 Agent HD로 알려져 있으며 거
의 
순수하다. Agent HT는 60 % HD와 40 % 약제 T (응고점이 낮은 밀폐성 보습제)의
혼합물이다. sulfur mustard 는 천천히 증발한다. 이들은 물에 거의 용해되지 않지만 오
일, 지방 및 유기 용제에 용해된다. 주변 온도에서 안정하지만 149℃ 이상의 온도에서 분
해된다.

(3) 발생원 및 용도
제1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군이 벨기에 이프르 부근의 전선에서 처음으로 독가스로 사
용했다. 황화 다이클로로-다이에틸-머스터드황 (sulfur mustards)이라고도 하며 겨자(머
스터드) 냄새가 나므로 머스터드 가스라는 별명이 붙었다. 그러나 이름과는 다르게 실제
적으로는 기체가 아니다. 화학식은 (C2H4Cl) 2S이며 순수한 것은 색이 없고 냄새도 없고
점성이 있는 액체이다. 황 겨자는 "겨자 가스, 겨자 에이전트," 나 군대 내 화학용어로 H,
HD 및 HT로 알려져 있다.
(4) 주로 노출되는 공정
수포 작용제는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의 군사 비축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나. 임상적 물질정보
(1) 흡수 및 대사
∙ 흡수 : 기체나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sulfur mustards는 눈, 피부, 점막 등을 통해 인
체에 흡수된다.
∙ 대사 : 아직까지 sulfur mustards 독성을 해독할 물질은 없다. 수분 내에 노출가능
지역의 오염을 제거하는 것이 인체조직의 손상을 줄이는데 효과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2) 표적장기별 건강장해
1) 급성 건강영향
수포 작용제는 vesicants 및 알킬화제이다; 그러나, 생화학적 메커니즘은 명확하게 아
직까지 설명되지 않고 있다. 그들은 반응성 단백질, DNA, 또는 다른 분자들과 빠르게 결
합한다. 수포 작용제는 무스카린과 니코틴 모두의 수용체를 자극, 콜린성 활성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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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증상의 발병은 발병의 시간 노출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수포 작용제에 노출 사망
률은 (1차 세계대전 동안 2~3%) 낮다. 사망은 일반적으로 면역 체계 손상에 감염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폐 기능 부전에 의한 사망률이 높다.
ⅰ. 눈 : 눈은 수포 작용제 영향에 가장 민감한 조직이다. 수포 작용제 증기 또는 액체에
의 노출은 결막 및 공막 통증, 부종, 눈물 흘림, 안검 경련, 및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
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즉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콜린성 효과로 축동이 발생할
수 있다. 증기 또는 액체의 높은 농도는 각막 부종, 천공, 실명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
ⅱ. 피부 : 수포 작용제 직접 피부 노출로 홍반과 물집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홍반성
발진은 2~18 시간 후에 물집이 다음 4~8 시간 내에 발생하게 된다. 액체와 접촉은 제
1 및 제 2도 화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신체 표면적의 50% 이상을 침범하는 화상의

영역은 치명적일 수 있다.
ⅲ. 호흡기계 : 상부 및 하부기도에서 용량 의존적 염증 반응이 노출 후 몇일 동안 진행
하게 된다.

코 통증, 출혈, 부비동 통증, 후두염, 기침, 천명 및 호흡 곤란이 발생할 수

있다. 호흡기 상피 세포의 괴사로 인한 기도 폐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ⅳ. 위장관계 : 섭취하였을 때 위장관 및 콜린성 자극의 화학적 화상을 입을 수 있다. 메
스꺼움과 구토가 섭취 또는 흡입 다음 발생할 수 있다. 초기 메스꺼움과 구토는 일반적
으로 과도하게 심한 경우는 드물다. 노출 후 몇 일 후에 오심, 구토, 설사 등의 위장관
손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후가 좋지 않다.
ⅴ. CNS 중추신경계 : 수포 작용제의 과다 복용은 hyperexcitability(과 과민성), 경련,
불면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ⅵ. 조혈기계 : 수포 작용제의 전신 흡수가 골수 억제 및 치명적인 복합 감염, 출혈, 빈
혈에 대한 위험을 야기 할 수 있다.
2) 만성 건강영향
수포 작용제에 장기간 또는 반복 급성 노출은 피부 과민성, 만성 호흡기 질환의 원인
이 될 수 있다. 겨자가 자연스럽게 몸에 의해 해독되지 않기 때문에 반복 노출은 누적 효
과가 발생하게 된다.

3) 발암성
국제암연구소 (IARC)는 발암 물질로 수포 작용제를 분류하고 있다. 수포 작용제에 만
성 또는 반복 노출은 피부암, 백혈병, 호흡기계 암의 원인이 될 수 있다.
4) 생식 및 발달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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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 후 결함이 있는 정자가 발생할 수 있다. 수포 작용제에 노출이 반복되었을 때 잠
재적인

발달 독성 물질로 알려져 있다. 수포 작용제에 만성 또는 반복 노출은 출생 결함

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유전 독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5) 잠재적 후유증
안구의 재발성 각막염, 영구적 눈 실명 상태, 맛과 냄새 기능의 상실, 천식, 기관지염,
재발 성 호흡기 감염을 포함한 만성 호흡기 질환, 폐 섬유증의 발생은 수포 작용제에 노
출 된 다음 지속될 수 있다.
(3) 노출기준
1) 기중 노출기준
- 한국 : - 미국 : (4) 참고문헌
1) CDC. Agency for Toxic Substances and Disease Registry. Medical
Management Guidelines for Blister Ag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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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요 문진항목
- 수포 작용제에 노출되었다고 해서 그 자체로 치명적이지는 않다.
- 수포 작용제는 물집과 세포 손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피부, 눈, 호흡기에 손상을 주며 이 중에서 눈이 가장 민감하다.
- 메스꺼움과 구토는 노출 후 처음 몇 시간 이내에 발생할 수 있다.
- 피부 발진, 물집, 폐 손상은 노출 몇 시간 내에 나타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서도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수포 작용제는 면역 체계를 억제 할 수 있다.
- 수포 작용제가 증기로 공기 중으로 방출되면, 사람들은 피부 접촉, 눈 접촉, 또는 호
흡을 통해 노출 될 수 있다.
- 수포 작용제 증기는 바람에 의해 장거리를 이동 전파될 수 있다.
- 수포 작용제가 물에 방출되는 경우, 사람들은 오염된 음용수 또는 피부에 노출 될
수 있다. 또한 사람들은 액체 유수포 작용제를 음식물과 함께 섭취함으로써 노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장관계에서 서서히 분해되고 반복 노출로 인해 누적 효과를
가질 수 있다.
- 수포 작용제는 매우 추운 환경에서도 1~2일 동안 유지 전파 될 수 있다. 수포 작용
제를 흡입하면 기침, 기관지염, 장기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높은 수준
의 노출 시에는 쇼크, 경련, 혼수, 사망에까지도 이를 수 있다.
- 일반적으로 많은 양에 노출될수록 증상도 심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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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현재 주된 증상(주소)
1) 화학사고 이후 노출에 의해 발생한 증상
- 작성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현재의 주된 자각증상을 확인한다.
- 특유의 자각증상 없이 막연한 산발적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에도 설문지 작성외의 증상
들은 기술하고 필요시 추적 조사하여 확인한다.
- 임상적 진단에 있어 임상진찰이나 임상검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자각증상의 조사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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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업력, 거주지
1) 작성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화학사고 이후 노출에 의해 발생한 증상과 관련이 있을 만
한 직업력 및 거주지에 관한 정보를 상세화한다.
- 현재 직업력 : 업체명, 직종, 작업형태, 기간, 취급물질 등 직접 종사 작업
- 현재 거주지 (현 거주지가 화학물질 노출지역인 경우 중요)
(3) 노출력 조사
※ 작성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화학사고 당시의 노출력에 대해 아래와 같이 확인한다.
1) 노출시 노출원과의 거리
2) 노출시간
3) 노출시 상황(야외 활동, 실내근무, 보호구 착용여부 등 직접노출, 간접노출 등에 관한
정보)
4) 대피여부 및 대피방법, 대피시 상황 등
5) 노출지역 주변의 식물(벼, 과수 등 농작물)의 고사 여부, 사업장 및 주택 등 건물 손상 여부
(4) 과거 병력조사
1) 작성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화학사고 이후 노출에 의해 발생한 증상과 관련이 있을만한
과거 병력에 관한 정보를 상세화한다.
2) 과거병력 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 일반 질병과 화학사고 이후 노출에 의해 발생한 증상과 관련 질환의 가능성이 높은
질병으로 나누어 치료력이 있는 질병 및 외상에 관하여 조사한다.
(5) 현병력 및 생활습관 조사
- 현재의 이환상황 및 현재의 치료질병에 관하여 확인한다.
- 화학물질 노출 이후 발현 증상과 관련이 있는 질병에 관해서 조사한다.
1) 현 병명
2) 치료방법
3) 시기 : 치료개시시기
4) 생활습관 : 흡연력, 음주력 등

라. 이학적 검사항목
※ 조혈기·신경계·눈·피부·CNS 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① 조혈기계 : 혈색소량, 혈구용적치, 적혈구수, 백혈구수, 혈소판수, 백혈구백분율
② 신경계 :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 321 -

③ 눈·피부·비강·인두 : 피부 발진, 물집, 폐 손상, 점막자극증상 문진
※ 임상검사 또는 임상 진찰은 백혈병, 범혈구 감소증, 재생불량성 빈혈, 백혈병 등 조혈
기장해, 중추신경계장해(의식변화, 혼수, 보행 장해 등), 안장해, 피부장해, 비강장해, 인두
장해, 간장해, 신장장해 등에 대해 중점을 두어 진찰한다.
(1) 전신상태
- 활력징후 체온, 맥박, 호흡수, 혈압, 신장과 체중
- 체중변화, 권태감, 피로감, 발열, 오한, 발한, 식욕부진, 불면 등
- 정신상태 : 불안, 불면, 의식상태, 감정, 주의력, 기억력 등
(2) 심혈관계, 호흡기계
1) 심음 및 폐음 확인
- 기침, 가래, 호흡곤란, 객혈, 흉통, 천명, 청색증, 심계항진 등
- 호흡음, 호기의 연장, 습성 라음, 건성 라음, 기침후의 라음(posttussive rales), 마찰
음(friction rub), 천명, 흉성(pectoriloquy), 기관지성(bronchophony)
(3) 정신 신경계
- 초조, 불안, 우울, 불면, 조증 등
- 두통, 현기증, 외상, 동통, 강직(stiffness), 종창
- 성격 혹은 정신상태의 변화, 기억력 저하, 지각장애, 감각장애, 보행장애, 근력저하 혹은
마비, 운동실조 등
- 행동 : 행동과잉, 무의지증, 실행증(apraxia)
- 구음장애(dysarthria), 발성장애(dysphonia), 실어증(aphasia)
- 신경근성 분포의 동통, 이상감각 및 근력저하, 양측성 원위부 감각장애
(4) 이비인후과계
- 인후두 점막 자극증상 및 소견 기술 (특히 후두부 중격 발적소견)
- 구강 : 구취, 잇몸출혈, 구강점막의 병변, 타액분비항진, 구내건조감, 혀의 동통, 지각이
상, 미각장애, 설태, 궤양, 색소침착, 점막진(enanthem)
- 성대 : 쉰목소리, 발성장애
- 귀 : 청력장애(난청), 이명, 현훈, 분비물(이루), 이통
- 코 : 분비물, 비출혈, 비폐색, 궤양, 후각 장애
(5) 안과적 소견
- 시력장애, 복시, 암점, 안구작열감, 눈물, 동통, 건조, 발적, 창백, 충혈, 점상출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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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echiae), 각막혼탁, 반흔, 궤양 등 각막손상 여부
(6) 피부과적 소견
- 색조의 변화, 성상(긴장도, 습윤도, 경도), 피부발열, 부종, 발진, 반점, 혈관확장, 수장
홍반, 출혈, 발한(sweating), 피부홍조(flushing), 피부퇴색(blanching)
- 피부 통증, 발진, 수포, 가려움증, 모발 및 손톱의 변화색조, 손톱의 변형, 황달

마. 임상검사 항목
(1) 혈액 및 소변검사
1) CBC c Diff
2) Electrolyte Panel (5종 Na, K, Cl, P, Ca)
3) RFT (BUN/Cr), UA
4) LFT (AST/ALT, Total bilirubin, direct bilirubin, indirect bilirubin)
5) Glucose, T.CHO, LDL, HDL, TG, serum lactate
6) 소변 튜브에 날짜, 채취시간, 이름(년번) 표기하여 40~60mL 소변수집
==> -20℃에서 냉동보관(추후 건강영향조사시 수거예정)
※ 소변에서 Thiodiglycol 이 노출 후 2주까지 검출 될 수는 있으나, 이 검사의 큰 효용가
치는 없다고 알려져 있다. 만약 심각한 정도의 노출이 발생 했다면 혈액, 소변, 및 다른 검
사 결과들이 뇌, 신경, 폐, 심장, 콩팥이 손상되었는지를 밝혀 줄 수 있다.
(2) 호흡기 및 심혈관계 검사
1) Chest PA/Lat
2) EKG
3) 선택검사 항목
==> 호흡기 증상 호소 시 : PFT, HRCT, Pulse Oximetry, ABGA, CoHb
==> 가슴 갑갑함 등 심장관련 증상 호소시 : Cardiac Marker

바. 응급처치 지침
병원으로 이송하기 전에 모든 화학적 사고는 오염을 제거해야 한다.
피부나 옷에 액체 수포 작용제가 노출된 오염 피해자의 직접 접촉 또는 오프 가스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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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기를 통해 구조대원을 오염시킬 수 있다.
수포 작용제는 눈, 피부, 호흡기계의 손상을 일으키고 면역 체계를 억제 할 수 있다. 이러
한 에이전트가 접촉 수분 이내에 세포의 변화를 가져오는 원인이 될 수 있지만, 통증 등의
증상의 시작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수포 작용제 독성에 대한 해독제는 없다.

[ HOT ZONE ]
핫 존 (HOT ZONE) 에 들어가기 전에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 (PPE)와 부틸 고무 화학
보호 장갑을 갖추어야 한다. 제염자의 보호 장구 착용이 어린이 환자들에게는 공포심을
유발하여 추가 처치에 대한 순응도를 낮출 수 있음에 주의한다.

[ 호흡기 보호 ]
자가 급식 호흡 장치 (SCBA)는 수포 작용제의 노출 응급 상황에서 권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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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 이동 ]
피해자 걸을 수 있는 경우, 오염 제거 구역의 핫 존(HOT ZONE) 에서 환자들을 지도한
다. 걸을 수 없는 피해자는 백보드 또는 들것에 의해 이동시킨다.

[ 오염 제거 구역 ]
노출 후 1~2 분 내에 이루어지는 오염 제거는 인체조직 손상을 감소시키는 유일한 효과적
인 수단이다. 또한 오염 제거는 피해자의 상태를 개선시킬 뿐 아니라 노출에서 다른 사람
을

보호할

수

있다.

오염된

지역에서

사상자를

관리

할

때

사용

가능한

경우

Decontaminable 들것을 사용해야 한다. Decontaminable 들것은 화학 물질을 흡수하지
않고, 액체의 배출을 허용하는 모노 필라멘트 폴리-프로필렌 섬유로 제조되고, 효율적이고
용이하게 정화된다. 유리 섬유 보드는 위험물 사고에 사용하기 위해 특별히 개발되었다. 이
것은 non-permeable 특성을 지니고 있다. 화학 호흡 장치는 오염 된 환경에서 사상자를
환기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화학 성분을 갖추고 있는 백 밸브 마스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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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오염 제거 ]
현장에서 직접 병원으로 내원한 환자는 의료 보호시설에 입원하기 전에 반드시 소독해야
한다. 액체 누출이 의심되는 경우, 의류를 제거하고 환자는 물과 비누를 사용하여 샤워를
해야 한다.

밀폐된 더블 백에 오염 된 옷과 소지품을 담는다.

소아 환자나 노인 환자의 제염시에는 저체온증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제염을 시행해
야 한다. 가능하면 워머(warmer)나 담요를 사용한다.
눈에 노출되었을 경우 생리식염수로 약 15분 동안 즉시 씻어내야 한다. 붕대로 눈을

덮

지 말아야 한다.
액체 에이전트에 노출이 의심되는 경우, 피해자는 모든 옷을 벗고 비누와 물로 피부를 씻
어해야한다. 샤워 영역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혼자 물에 샤워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
러나, 물이 부족하고, 샤워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오염 제거의 다른 형태는 0.5 %
차아 염소산 나트륨 용액 또는 분말, 활석 가루, 또는 백토 등의 흡착제 분말을 사용하는
것이다. 단지 증기에 노출 된 경우, 외부 의복을 제거하고 비누와 물 또는 차아염소산 나트
륨의 0.5 % 용액으로 세척한다. 밀폐된 더블 백에 오염 된 옷과 소지품을 담는다.

[ 병원 및 지원 영역으로의 이동 ]
기본 오염 제거가 완료되면, 지원 영역으로 피해자를 이동시킨다.
30~60분 이내로 잠재적인 노출의 현장에서 직접 응급실에 도착하는 환자는 거의 증상이
없을 수 있다. 따라서 적어도 6시간 동안은 병원에서 관찰해야한다.

[ 지원 영역 ]
피해자가 제염되었다면 구조대원에 2차적 오염의 심각한 위험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러
한 경우, 지원 영역의 인력은 전문 보호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 추가 오염 제거 ]
섭취의 경우, 구토를 유도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경구로 삼킬 수 있는 경우, 마시는 우유
또는 물을 120mL~250mL 제공한다. 활성탄 투여가 도움이 된다는 증거는 없다.

[ 눈 노출 환자의 처치 ]
(1) 노출 후 12시간 이상에서 가벼운 결막염으로 보통 시작되며 심한 병변으로 진행할 수
있다. 환자는 (시력에 대한 테스트 포함) 철저한 눈 검사를 해야 한다. 퇴원 시에도 안
과적 이상소견이 나타날 경우 즉시 재 내원 할 것을 교육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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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증은 전신 진통제로 조절해야한다. 어두운 안경은 눈부심의 불편함을 줄일 수 있다.
국소 스테로이드의 투여는 염증을 감소시킨다. 단 노출 후 첫 24시간 이내에만 사용하
도록 한다.
(3) 눈의 광범위한 노출은 영구적인 실명의 원인이 될 수 있다.

[ 호흡기 노출 환자의 처치 ]
(1) 기도 손상의 징후가 있는 환자는 산소를 이용한 환기가 제공되어야한다.
소아는 성인에 비해 기도의 직경이 더 작기 때문에 부식성 재제에 더 취약할 수 있다.
환자의 호흡에 장애가 생겼을 때에는 기관 삽관을 하여 기도와 호흡을 확보해야 한다.
이 과정이 불가능하면 외과적 방법으로 기도를 확보해야 한다.
(2)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저혈압 이거나 경련이나 심장 부정맥을 보인다면 전문 생명 소
생술(Advanced Life support, ALS) 프로토콜에 따라 ABC (Airway, Breathing,
Circulation) 순서로 위험 소견에 우선순위를 두고 진료를 진행한다.
(3) 화학적 폐렴은 흉부 X-ray 상의 이상소견, 백혈구 수의 증가, 발열을 동반할 수 있으
며 이때 예방적 항생제 사용은 권고되지 않는다.
(4) 기관지 연축이 있는 환자들에게는 연무화된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한다. 다수의 화학 물
질에 노출된 상황에서 기관지 증감제를 사용하는 것은 부가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
다. 어떤 종류의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할지 선택하기 전에 우선 심근의 건강상태를 고
려해야 한다.
(5) 천명음이 들리는 소아 환자에게는 racemic epinephrine 연무제 사용을 고려해야 한
다. 2.5cc 생리 식염수에 2.25% racemic epinephrine 용액 0.25~0.75mL를 혼합하여
심근 다양성에 주의하며 필요에 따라 매 20분마다 연무제 사용을 반복한다.
(6) 증기의 광범위한 흡입은 나중에 만성 호흡기 질환으로 발전해 반복되는 호흡기 감염을
일으키게 되고 때로는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수포 독성물질에 노출되면 호흡기 암
에 대한 위험(risk)을 증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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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상급기관 전원 지침
(1) 피부나 옷에 액체 수포 독성물질이 노출된 오염 피해자의 직접 접촉 또는 가스 배출 증
기를 통해 의료진을 오염시킬 수 있다.
수포 독성물질은 눈, 피부, 호흡기계의 손상을 일으키고 면역 체계를 억제 할 수 있다.
==> 의료진을 보호할 보호 장비가 없는 기관에서는 진료를 하지 않는다.

아. 외래진료 및 추적관찰 지침
(1) 폐부종이나 중추신경계 또는 호흡 장애와 같은 심각한 이상 징후가 없고 피부 또는 안
구 자극 증상이 없는 환자들은 4~6시간 동안 경과 관찰 후 추가적인 특이 증상이 나타
나지 않으면 연락처를 남기고 증상 발현 시를 대비한 안내 지침서를 받아가지고 퇴원
할 수 있다.
(2) 환자의 일차 진료의 에게 환자의 응급실 방문 기록에 관한 정보를 보낼 수 있도록 일차
진료의의 이름을 확보한다. 심각한 노출의 생존자들을 대상으로는 뇌와 심장에 발생 가
능한 허혈성 손상에 대한 검사를 해야 한다. 안과적 손상이 있었던 환자는 24시간 이내
에 재진료를 받아야 한다.

자. 건강영향조사를 위한 참고사항
(1) 설문조사 및 외래진료 결과, 진료 의료인은 화학사고 노출과의 관련성에 대해 (관련있음
/관련없음) 등으로 판정하여 의견을 기술한다.
※ “관련 있음”으로 판정된 환자는 별도의 명단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2)

추후 시행

가능한

건강영향조사를 대비하여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용

소변을

40~60mL정도 수집하여 튜브에 날짜, 채취시간, 이름(년번) 표기하고 -20℃에서 냉동
보관한다. (추후 건강영향조사단에서 수거 또는 폐기 안내예정)

(3) 건강영향조사단의 특별한 지시가 없을 경우에는 소변 시료만 채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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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환자용 물질정보 시트
※ 이 유인물은 수포 작용제 가스 또는 수포 작용제 용액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
및 후속조치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수포 작용제란 무엇입니까?
수포 작용제 액체는 무색에서 황색 또는 갈색, 여러 색깔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
날 수 있으며 무색 증기가 될 수 있습니다.
수포 작용제 (군 지정 HD 또는 H)은 눈, 피부, 호흡기에 영향을 미치는 수포 작용제
(발포제)이며, 수포 작용제에의 다량 노출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마늘, 양파, 고추냉
이, 또는 겨자의 냄새가 날 수 있으나, 냄새 자체로는 수포 작용제의 전형적인 특성이
아니며, 수포 작용제에의 노출 경고 알람이 되지 않습니다. 수포 작용제 (HD)은 상온에
서 진한 액체이며, 그것은 증발되어 가스가 될 수 있는 액체로서 물보다 무겁고 공기보
다도 무겁습니다. 순수한 액체로서는 무색, 무취이지만, 다른 화학물질과 혼합하면 갈색,
황색을 띠게 되며 마늘, 양파, 고추냉이, 또는 겨자, 마늘 냄새를 갖습니다.
2. 수포 작용제 노출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건강상의 영향은 무엇입니까?
수포 작용제에 노출되었다고 해서 그 자체로 치명적이지는 않다. 수포 작용제는 물집과
세포 손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피부, 눈, 호흡기에 손상을 주며 이 중에서
눈이 가장 민감하다. 메스꺼움과 구토는 노출 후 처음 몇 시간 이내에 발생할 수 있다.
피부 발진, 물집, 폐 손상은 노출 몇 시간 내에 나타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서도 나타
날 수 있다. 또한 수포 작용제는 면역 체계를 억제할 수 있다.
수포 작용제가 증기로 공기 중으로 방출되면, 사람들은 피부 접촉, 눈 접촉, 또는 호흡
을 통해 노출될 수 있다. 수포 작용제 증기는 바람에 의해 장거리를 이동 전파될 수 있
다.
수포 작용제가 물에 방출되는 경우, 사람들은 오염된 음용수를 통해 또는 피부에 노출
될 수 있다. 또한 사람들은 액체 수포 작용제를 음식물과 함께 섭취함으로써 노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장관계에서 서서히 분해되고 반복 노출로 인해 누적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수포 작용제는 매우 추운 환경에서도 1~2일 동안 유지 전파될 수 있습니다. 수포 작용
제를 흡입하면 기침, 기관지염, 만성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높은 수준의 노
출 시에는 쇼크, 경련, 혼수, 사망에까지도 이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양에 노
출될수록 증상도 심합니다.
3. 수포 작용제 노출에 의한 증상은 치료 될 수 있습니까?
수포 작용제에 대한 해독제가 없지만, 대부분의 환자는 보존적으로 치료될 수 있습니다.
많은 양에 노출된 환자들은 입원치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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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장기간 건강상의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높은 수준의 노출 시 만성 호흡기 질환 등 건강에 해로운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눈과 피부의 심한 손상은 노출 후 오랜 시간 동안 존재할 수 있습니다. 호흡기계 암이
나 재생 불량성 빈혈, 범혈구 감소증, 백혈병, 피부암, 영구적 시력 상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수포 작용제에 노출된 사람은 낮은 정자 수를 가지게 된다는 보고가 있
습니다. 수포 작용제가 태반을 통과하거나 모유를 통해 유아로 전달되는지의 여부는 아
직까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5. 수포 작용제에 노출된 사람은 어떻게 알 수 있으며 어떤 검사를 할 수 있습니까?
수포 작용제는 냄새만으로는 위험 알람을 감지하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출된
사람들도 곧바로 그들이 수포 독성물질에 노출되었는지의 여부를 알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징후와 증상은 즉시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출의 정도에 따라 증상은 최대
24시간 동안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수포 작용제
에 더 민감하고, 빨리 징후와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포 작용제에 노출되었는지를 확인 할 수 있는 기본 검사(routine test)는 없습니다.
티오디글리콜이 노출 후 2주까지 소변에서 검출될 수는 있으나 이 테스트의 큰 효용가
치는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심각한 정도의 노출이 발생했다면 혈액, 소변, 및
다른 검사결과들이 뇌, 신경, 폐, 심장, 콩팥이 손상되었는지를 밝혀 줄 수 있습니다.
6. 수포 작용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하거나 유해가스노출 환경보건
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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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환자용 후속지침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고, 다음 진료예약 확인 및 표기된 지침을 따르십시오.
24시간 이내에 특이증상 또는 징후가 발현되는 경우 응급실 또는 예약의사에게 전화문의 바랍니다.
※ 특히 아래의 증상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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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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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급실 / 클리닉, (

)월/(

)일, AM/P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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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일 동안은 업무에 복귀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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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어도 72시간 이상 담배연기에 노출되어서는 안됩니다; 담배연기가 폐의 상태를 악화
시킬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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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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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의사 서명 :

날짜 :

- 330 -

〈 자기기입식 노출평가 설문지〉
환자 이름 :

날짜 : 20

.

.

.

병록번호

:

1. 가스 누출 사고와 관련하여, 다음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1 사고회사 근무자

☐2 인근 사업장 근무자

☐4 소방관, 경찰, 공무원 등 사고 대응자

☐3 인근 주민

☐5 기타(

)

2. 유출 사고 당시(누출사고는 ○○월○○일, ○○시경) 현장에 있었습니까?
☐1 예

☐0 아니오 (☞ 없을 경우 4번 문항으로)

2_1. 있었던 장소 :
2_2. 체류 시간:
2_3. 머문 사유:
2_4. 사고 당시 사고 장소로부터 평균적으로 얼마만큼 떨어진 곳에 계셨습니까?
☐1 50m 이내

☐2 100m 이내

☐3 500m 이내

☐4 500m~1km

☐5 1km이상

2_5. 유출 사고 직후 인근에서 체류한 시간은 대략 몇 시간 입니까?
☐1 1시간 이내

☐2 1~2시간

☐3 2~4시간

☐5 6시간~12시간

☐6 12시간-24시간

☐7 1~2일

☐4 4시간~6시간
☐8 2-3일

☐9 3일이상

3. 유출 사고 이후(누출사고는 ○○월○○일, ○○시경) 현장에 대피하였습니까?
☐1 예

⟹

(

)월 (

)일, (

)시 (

)분부터 대피함

☐0 아니오 (☞ 없을 경우 4번 문항으로)
3-1. 대피 이후 집 또는 직장으로 복귀하였습니까?
☐1 예, 복귀함
☐0 복귀하지 않음 ⇒ (

⇒ (

)월 (

)일, (

)시 (
)에 있었음

- 331 -

)분에 복귀함

4. 사업장 또는 집 주변 (대략 30m 내외)의 농작물 또는 식물의 잎이 고사(괴사) 되거나
건물(유리 등)의 부식이 있었습니까? (※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표시(∨)하여 주십시오)
☐1 있음

⇒ 농작물 또는 식물(

), 건물(

)

☐0 없음

5. 사고 발생 후 2시간 동안, 귀하는 화학물질에 어느 정도 노출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노출되지 않았다

☐2 조금 노출되었다

☐4 많이 노출되었다

☐5 잘 모르겠다

☐3 중간정도 노출되었다

6. 사고 발생 후 목안의 자극증상 또는 따가운 증상을 어느 정도로 느꼈습니까?
☐1 없었다

☐2 약하게 느꼈다

☐3 중간정도였다

☐4 심했다

7. 사고 발생 후 눈의 자극증상 또는 따가운 증상을 어느 정도로 느꼈습니까?
☐1 없었다

☐2 약하게 느꼈다

☐3 중간정도였다

☐4 심했다

8. 사고 발생 후 기침을 하거나 숨쉬기 불편한 증상은 어느 정도로 느꼈습니까?
☐1 없었다

☐2 약하게 느꼈다

☐3 중간정도였다

☐4 심했다

9. (누출사고는 ○○월○○일, ○○시경) 이후 가스 노출에 의해 발생한 증상이 있습니까?
☐1 있 음

☐0 없 음 (☞ 없을 경우 14번 문항으로)

10. 사고 발생 이후 처음으로 피부자극(피부 따끔거림 등) 또는 호흡곤란 등의 이상 증상
이 발생한 시점은 대략 언제 이십니까?

월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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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누출사고는 ○○월○○일, ○○시경) 이후 발생한 증상은?
주요 증상
☐1_1 호흡기계

☐1_2 인후두계

☐1호흡곤란

☐2기침

☐3가래

☐6 기타(

☐1_4

안구

☐1목안 통증

☐2코안 통증

☐3혀감각 이상

☐5콧물

☐6코막힘

☐7코피

☐1_6 신경계

☐1입이 텁텁함

☐2침이 많아짐

☐4 기타(
☐1안구통증

☐2눈물

☐5시야 흐려짐

☐7기타(

☐4눈 주변 부종

☐1두통

☐2어지럼증

)
☐3 발진

☐4 부종

☐5수포/딱지

)
☐3손발저림

☐5기타(

☐4근육에 힘빠짐

)
☐2소화불량

☐5구역 ☐6구토

☐3연하곤란

☐7설사

☐8혈변

☐4메스꺼움(오심)
☐9상복부 통증

☐10가슴부위가 타는 듯한 증상
☐12기타(

☐1가슴 두근거림

)

☐2가슴 답답함(불편감)

☐4 기타(

☐3가슴 조임증상

)
☐2신경과민

☐4집중력 저하

☐3불면증(자다 깨는 증상)

☐5건망증

☐8기타(
☐1_10 기타 증상

☐3눈 충혈

☐2가려움

☐6궤양

☐1불안감
☐1_9 신경정신계

☐3침이 마름

☐6기타(

☐11하복부 통증
☐1_8 심장관련

☐8후각저하

)

☐1식욕저하
☐1_7 소화기계

☐4목소리 변화

)

☐1피부통증

☐1_5 피부

☐5천명음

)

☐9 기타(
☐1_3 치과계

☐4객혈

☐6우울감

☐7적대감

)

☐1기력저하 ☐2피로감
☐5기타(

☐3발열감
)

12. 위 증상들 중 현재 귀하가 느끼는 가장 불편한 증상은?
가장 불편한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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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근육통증

12_1. 가장 불편한 증상의 현재 호전상태는?
☐0 없어졌다

☐1 많이 호전되었다

☐2 약간 호전되었다

☐3 변화없다

☐4 약간 악화되었다

☐5 많이 악화되었다

13. (누출사고는 ○○월○○일, ○○시경) 이후 가스 노출에 의해 발생한 증상 중 현재까
지 지속되는 증상이 있습니까?
☐0 없 음 (☞ 없을 경우 14번 문항으로)

☐1 있 음

13_1. 현재 지속되는 증상은?
현재까지 지속되는 증상

14. 과거병력 ; 아래 질환을 앓은 적이 있습니까?
☐1 당뇨

☐2 고혈압

☐3 천식

☐7 녹내장 ☐8 안구건조증

☐4 폐결핵

☐9 상악동염(축농증)

☐11 (아토피성, 알레르기성 포함) 피부질환
☐13 기타 질환 (
15. 흡연하십니까?
하루 (

☐5 폐쇄성 폐질환

☐6 백내장

☐10 (알레르기성 포함) 비염

☐12 신경정신과 질환

)
☐0아니오

)갑, 기간 (

☐1예

☐2피우다 끊음

) 년

16. 이번 사고 이후 응급실 또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적이 있습니까?
☐1예

☐0아니오

진료 내용은?(

)

16_1. 방문한 의료기관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1 주변 3차 의료기관
☐2 주변 2차 의료기관
☐3 공공의료 기관
☐4 기타 개인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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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_2. 의료기관에 현재까지 몇 회 방문하셨습니까?

회

17. 현재 가장 염려되는 신체적 이상은 무엇입니까?
(

,

,

)

18. 가스 노출과 관련하여 추후 가장 요구되는 것 (건의사항)은 무엇입니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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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eck 불안 척도 ] (BAI)
전혀
느끼지
않았다
(0)

조금
느꼈다
(1)

상당히
느꼈다
(2)

심하게
느꼈다
(3)

1. 가끔씩 몸이 저리고 쑤시며 감각이 마비된 느낌을
받는다.



①

②

③

2. 흥분된 느낌을 받는다.



①

②

③

3. 가끔씩 다리가 떨리곤 한다.



①

②

③

4. 편안하게 쉴 수가 없다.



①

②

③

5. 매우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



①

②

③

6. 어지러움(현기증)을 느낀다.



①

②

③

7. 가끔씩 심장이 두근거리고 빨리 뛴다.



①

②

③

8. 침착하지 못하다.



①

②

③

9. 자주 겁을 먹고 무서움을 느낀다.



①

②

③

10. 신경이 과민되어 있다.



①

②

③

11. 가끔씩 숨이 막히고 질식할 것 같다.



①

②

③

12. 자주 손이 떨린다.



①

②

③

13. 안절부절 못해한다.



①

②

③

14. 미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



①

②

③

15. 가끔씩 숨쉬기 곤란할 때가 있다.



①

②

③

16.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



①

②

③

17. 불안한 상태에 있다.



①

②

③

18. 자주 소화가 잘 안되고 뱃속이 불편하다.



①

②

③

19. 가끔씩 기절할 것 같다.



①

②

③

20. 자주 얼굴이 붉어지곤 한다.



①

②

③

21. 땀을 많이 흘린다.
(더위로 인한 경우는 제외)



①

②

③

문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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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사건충격척도 개정판
(IES-R-K; Impact of Event Scale-Revised Korean version)
지난 기간동안 화학물질 누출사고와 관련하여 얼마나 고통 받았는지 표시하십시오.
문

전혀 드물게 가끔
없다 있다 있다

제

자주
있다

많이
있다

1. 그 사건을 상기시켜 주는 것들이 그 사건에 대한
감정(느낌)을 다시 되살아나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수면을 지속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다른 일들로 인해 그 사건을 생각하게 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그 사건 이후로 예민하고 화가 난다고 느꼈다.

①

②

③

④

⑤

5. 그 사건에 대해 생각하거나 떠오를 때마다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에 회피하려고 했다.

①

②

③

④

⑤

6. 내가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 사건이 생각난다.

①

②

③

④

⑤

7.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거나, 현실이 아닌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8. 그 사건을 상기시키는 것들을 멀리하며 지냈다.

①

②

③

④

⑤

9. 그 사건의 영상이 나의 마음속에 갑자기 떠오르곤
했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신경이 예민해졌고 쉽게 깜짝 놀랐다.

①

②

③

④

⑤

11. 그 사건에 관해 생각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그 사건에 관하여 여전히 많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신경 쓰고 싶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⑤

13. 그 사건에 대한 나의 감정은 무감각한 느낌이었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마치 사건 당시로 돌아간 것처럼 느끼거나
행동할때가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그 사건 이후로 잠들기가 어려웠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그 사건에 대한 강한 감정이 물 밀 듯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①

②

③

④

⑤

17. 내 기억에서 그 사건을 지워 버리려고 노력했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집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19. 그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어떤 것에도 식은 땀,
호흡곤란, 오심, 심장 두근거림 같은 신체적인
반응을 일으켰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그 사건에 관한 꿈들을 꾼 적이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21. 내가 주위를 경계하고 감시하고 있다고 느꼈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는 그 사건에 대해 이야기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①

②

③

④

⑤

(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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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 및 사건충격 수준평가 결과해석 ]
본 지침서에서는 심리적 상태 평가를 위한 문항으로 한국판 사건충격척도(impact
of event scale-revised korean version, IES-R-K)와 Beck 불안 척도(Beck Anxiety
inventory, BAI)를 사용하였다.
1. 한국판 사건충격 척도는 과각성 6개 문항, 회피 6개 문항, 침습 5개 문항, 수
면장애 및 정서적 마비와 해리 증상에 대한 5개 문항의 총 22개 문항으로 구성된
다.
- 대상자가 각 문항마다 느끼는 정도에 따라 ‘전혀 아니다’ 0점에서 ‘매우 그렇
다’ 4점까지 표시하여 총점 88점 만점으로 평가하게 된다.
- 사건충격수준 평가 기준은 25점 이하는 정상, 25점∼39점은 중등도군, 40
점~59점은 위험군, 60점 이상은 극심 위험군으로 분류한다.

☞

사건충격수준 평가결과 40점 이상인 위험군, 극심 위험군은 심리적 영향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고한다.

2. Beck 불안 척도는 불안의 인지적, 정서적, 신체적 영역을 포함하는 21문항으
로 구성된다.
- 대상자는 각 문항마다 ‘전혀 느끼지 않았다’ 0점에서 ‘심하게 느꼈다’ 3점까지
표시하여 총점 63점으로 평가하게 된다.
- 불안수준 평가 기준은 21점 이하는 정상, 22점∼26점은 불안군, 27점∼31점은
심한 불안군, 32점 이상은 극심한 불안군으로 분류한다.

☞

불안수준 평가결과 27점 이상인 심한 불안군, 극심한 불안군은 심리적 영향

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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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의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

☞ “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 “위해관리계획 / 주민고지시스템” ⇨ 지역 입력 후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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