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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말라티온
1)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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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급실 치료 매뉴얼
< 말라티온 노출 환자 치료 및 배치 원칙 >
1. 모든 노출 환자는 흉부방사선 검사를 시행하고 동맥혈 가스 검사와 혈액 화학 검
사를 포함한 검사를 시행한다.
2. 중환자는 정맥로를 확보하고 심장리듬을 지속적으로 모니터 한다.
3. 혼수, 저혈압, 경련, 부정맥 등의 증상은 기존의 방식으로 치료한다.
4. 전신 중독의 증상이나 징후가 있는 모든 환자는 해독제 치료가 필요하다.
5. 말라티온 중독 증상이 나타나거나 심각한 노출이 의심되는 환자는 입원 치료해야
한다.
6. 경미한 노출이며 응급실에서 4~6 시간 경과 관찰 후에도 무증상인 경우 퇴원할 수
있다.
< 말라티온 노출 시 시행 할 검사들 >
흉부 방사선 검사, 동맥혈 가스 검사, CBC, glucose, serum electrolyte, Liver,
kidney function test, cholinesterase (혈장, 적혈구)
< 소화기 노출(음독) 환자 치료 >
1. 음독 시에 구토를 유도해서는 안 된다.
2. 다량을 섭취하였고 1시간 이내인 경우 위세척을 고려한다.
3. 활성탄 현탁액(activated charcoal, 1g/kg)을 투여한다.
< 피부, 눈 노출환자 치료 >
1. 피부를 물로 반복적으로 세척하면서 빠르게 오염된 옷을 제거한다.
2. 피부 노출로 전신 독성이 발생할 수 있다.
3. 눈은 물이나 생리식염수를 이용하여 최소 15분간 세척한다.
4. 시력을 측정하고 결막과 각막의 손상에 대해 검사를 시행한다.
5. 콘택트렌즈는 추가 손상 없이 쉽게 제거 가능할 경우 제거한다.
6. 각막손상이 의심되는 경우 안과의사에게 협진해야 한다.
< 호흡기 노출환자 치료 >
1.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흉부 방사선 검사와 맥박 산소포화도 또는 동맥혈 가스
검사를 시행한다.
2.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마스크로 산소를 공급한다.
< 해독제 >
1. 전신중독의 증상이나 징후가 있는 모든 환자는 해독제 치료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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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말라티온

중독의

일차적인

해독제는

아트로핀이며

심각한

중독

환자는

pralidoxime (2-PAM)을 투여해야 한다.
3. 아트로핀의 초기 투여량은 증상에 따라 결정되며 1~2mg(성인 초기 용량) 또는
0.01mg/kg (소아 용량, 최소 0.01mg)을 정맥 주사한다. 과도한 분비물과 땀이 조
절될 때까지 매 15분마다 반복해서 투여해야 한다.
4. 2-PAM은 노출 24~36시간 이후에 투여하면 효과가 감소하기 때문에 조기에 투여
해야 한다. 성인은 1g, 소아는 25~50mg/kg을 30~60분 동안 정맥 주사한다. 초기
용량을 1시간 이내 반복 투여하고 환자의 증상이 호전되고 아트로핀 투여가 더 이
상 필요 없을 때까지 8~12시간 마다 투여할 수 있다.

말라티온(Malathion)
상품명: Cekumal, Cythion, Fosfothion, Fyfafon, Malixol, Maltox, Sadophos,
Zithi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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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급실 대응 리스트
1) 일반적 특성
말라티온은 유기인계 농약의 일종으로 상온에서 노란색 내지는 진한 갈색의 액체이
며 마늘 향기가 나고 2.78°C 이하에서는 고체 형태로 존재한다. 말라티온은 휘발성이
없으며 물에 약간 녹고 알코올과 방향족 용제에 용해되며 석유에는 제한적으로 용해
된다.
2) 노출 경로
흡입: 말라티온은 상온에서 휘발성이 낮기 때문에 흡입이 말라티온의 중요한 노출 경
로는 아니다. 그러나 말라티온이 함유된 스프레이 또는 분진을 흡입한 후에는 독성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말라티온을 녹이기 위해 사용되는 탄화수소 용매 (톨루
엔 및 크실렌)는 말라티온 자체보다 휘발성이 높으며 용매 증기의 흡입으로 인해 독
성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말라티온의 악취는 유해 농도에 대한 적절한 경고를 제공
하지 못할 수 있다.
피부/눈 접촉: 피부 노출은 말라티온을 공중 살포한 경우에 주로 발생한다. 말라티온
은 피부와 눈에 자극적이며 손상되지 않은 피부를 통해 쉽게 흡수되고 전신 독성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소아는 피부를 통해 흡수되는 독성 물질에 더 취약하다.
섭취(음독): 다량의 말라티온을 섭취하면 치명적인 전신 독성이 빠르게 나타날 수 있
다. 말라티온의 잔류물은 식품에서 종종 검출되지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3) 물리적 특성
분자량 : 330.36 daltons
끓는점 : (0.7 torr): 156-157°C
어는점 : 37.2°F (2.9 °C)
비중 : 1.23
인화성 : > 325 °F (162 °C)
4) 응급실 치료
1. 제염단계
(1)

모든

의료진은

화학물질

방호복(chemical-resistant

jumpsuits,

tyvex,

saranex)을 착용한다. 또는 부틸(butyl)고무 재질의 앞치마, 여러 겹의 라텍스 장
갑, 눈 보호 장비 등을 착용한다. 2차적으로 말라티온에 접촉한 사람도 제염을 받
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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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염구역에서도 전문소생술(Advanced Life support, ALS) 프로토콜에 따라 환
자 평가와 치료를 우선 시행한다. 기도를 확보하고 호흡과 순환 상태를 평가한다.
호흡 곤란이 있거나 혼수상태의 환자 또는 기관 내 분비물 흡인을 쉽게 하기 위해
기관 삽관이 필요할 수 있으며, 기관 삽관이 어려운 경우 외과적인 기도 확보를
해야 한다. 과도한 기관지 분비물이 있는 경우 흡인이 필요하다.
(3) 병원 전 단계에서 제염을 받지 못하였고 말라티온이 피부나 눈에 접촉한 경우 즉
시 제염을 시행해야 한다. 자일렌이나 톨루엔과 같은 용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적절한 환기 장치가 있는 곳에서 제염해야 한다.
(4) 말라티온에 노출된 환자들은 가능한 경우 자기 스스로 제염을 해야 한다. 오염된
옷과 개인 소지품은 이중으로 봉투에 보관한다. 말라티온에 오염된 의복이나 벨트,
신발, 지갑과 같은 가죽제품은 폐기해야 하며 유해물질 전문가의 지시에 따라 소
각해야 한다.
(5) 말라티온에 노출된 신체 부위는 많은 양의 물과 비누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씻
어야 한다. 제염 시 비닐장갑은 말라티온의 피부 흡수를 방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무장갑을 착용해야한다. 어린이나 노인의 경우 저체온증 발생에 주의하고 필요
시 담요나 워머를 사용한다. 제염 중 갑작스런 증상의 발생에 주의해야 하며 머리
카락, 손톱, 피부주름 등은 철저하게 세척해야 한다.
(6) 말라티온에 직접 노출되거나 자극 증상이 있는 눈은 물이나 생리식염수를 이용하
여 15분간 세척한다. 콘택트렌즈는 추가 손상 없이 쉽게 제거 가능할 경우 제거
한다. 중환자 구역으로 이송하는 동안에도 세척을 지속해야 한다.
(7) 음독한 경우 구토를 유도해서는 안 된다. 의식이 있고 무증상인 경우 활성탄
1g/kg을 경구 투여한다. 소아에게 활성탄을 투여할 때 탄산음료와 빨대를 이용하
면 도움이 된다.
2. 중환 구역 치료 단계
(1) A, B, C 평가와 조치를 한다. 기도를 확보하고 호흡, 순환상태를 평가한다. 중환
자는 정맥로를 확보하고 심장리듬을 모니터 한다. 혼수, 저혈압, 경련, 부정맥 등
의 증상은 기존의 ALS 프로토콜대로 치료한다.
(2) 흡입 노출
호흡곤란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통해 산소를 공급한다.
(3) 피부 노출
말라티온이 피부에 접촉 할 경우 자극 증상을 유발하고 전신독성이 발생할 수 있
다. 피부에 노출된 경우 제염 방법에 따라서 반복적으로 세척해야 한다. 제염이 적절
하게 시행되지 않을 경우 피부 자극증상이 지속될 수 있다. 소아는 상대적으로 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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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에 비해 체표면적이 크기 때문에 피부로 흡수되는 물질에 더 취약하다.

(4) 눈 노출
눈에 노출된 경우 최소 15분간의 세척이 필요하다. 시력을 측정하고 결막과 각막의
손상에 대해 검사를 시행하고 적절히 치료한다. 심한 각막손상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안과의사에게 협진해야 한다.
(5) 음독(소화기계) 노출
구토를 유발해서는 안 된다. 환자가 의식이 있고 무증상인 경우 활성탄 현탁액
(activated charcoal, 1g/kg)을 투여한다.
* 위세척을 고려하는 경우
① 다량을 음독한 경우
② 환자의 평가가 음독 후 30분 이내 이루어진 경우
③ 환자의 구강 내 병변이 있거나 지속적으로 식도 부위의 불편감을 호소하는 경우
④ 음독 1시간 이내인 경우
- 작은 비위관 튜브를 사용하며 식도나 위를 더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삽입시에
주의해야 한다.
- 소아는 다량의 독성 물질을 섭취하기 어렵고 비위관 튜브 삽입으로 인한 위장관 천
공 위험 때문에 내시경 가이드 없이는 시행해서는 안 된다.
- 독성 구토물이나 위 세척물은 밀폐된 용기에 격리해야 한다.
(6) 해독제와 다른 치료법들
전신 중독의 증상이나 징후가 있는 모든 환자는 해독제 치료가 필요하다. 말라티온
중독 환자에서 일차적인 해독제는 아트로핀이며 심각한 중독 환자는 2-PAM을 투여
해야 한다. 아트로핀은 무스카린 수용체에서 아세틸콜린의 경쟁적 길항제이며 과도한
기관지 분비물을 조절하는데 사용된다. 말라티온 중독환자에서 과도한 기관지 분비물
이 발생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2-PAM은 acetylcholinesterase를 재생시켜
유기인계 약물 중독으로 인한 니코틴(nicotinic) 및 무스카린(muscarine) 효과를 감
소시키고 기관지 분비물과 근력 약화를 감소시킬 수 있다.
아트로핀의 초기 투여량은 증상에 따라 결정되며 1~2mg(성인 초기 용량) 또는
0.01mg/kg (소아 용량, 최소 0.01mg)을 정맥 내 투여한다. 정맥로 확보가 어려운 경
우 아트로핀을 근육, 피하 또는 기관 내 튜브를 통해 투여할 수 있다. 과도한 분비물
과 땀이 조절될 때까지 매 15분마다 반복하여 투여해야 한다. 분비물이 조절된 이후
에도 재발하면 아트로핀을 다시 투여해야 한다. 심한 중독 환자에서는 많은 양의 아
트로핀이 필요할 수 있다. 맥박수와 동공의 크기 변화가 치료의 적절함을 판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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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이 될 수 없다.
2-PAM은 말라티온 노출 24~36시간 이후에 투여하면 효과가 감소하기 때문에 조
기에 투여해야 한다. 성인은 1g, 소아는 25-50mg/kg을 30~60분 동안 정맥 주사한
다.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서는 총 용량을 2분 동안 투여할 수 있다. 초기 용량을 1
시간 이내 반복 투여하고 환자의 증상이 호전되고 아트로핀 투여가 더 이상 필요 없
을 때까지 8~12시간 마다 투여할 수 있다. 정맥로 확보가 어려운 경우 2-PAM을 근
육 내에 투여할 수 있다.
다량의 유기인계 약물에 중독 된 경우 초기에 atropine, 2-PAM과 함께 diazepam
을 투여하면 경련의 발생을 줄이고 뇌와 심장 손상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경련이 발생하면 diazepam이나 lorazepam과 같은 benzodiazepine 계열 약물을 투
여한다.
다른 acetylcholinesterase 억제제 (예: physostigmine, edrophonium chloride)
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기관 삽관 시 succinylcholine과 같은 탈분극성 신경근 차단
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succinylcholine이 정상적으로 대사되지 않아 마비 효과가
오래 지속될 수 있다. 또한 pancuronium 및 vecuronium과 같은 비탈분극성 신경
근 차단제는 효과가 감소될 수 있다.
(7) 시행해야 할 검사
말라티온의 급성 중독은 부교감신경 과자극 증상의 조합으로써 구역, 구토, 과도한
땀이나 구강 내 분비물, 축동, 근력 약화와 같은 증상에 근거하여 임상적으로 진단할
수 있다. 모든 노출 환자는 CBC, glucose, electrolyte 등을 포함한 혈액 검사를 시
행해야 한다. 비심장성 폐부종 및 탄화수소 흡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흉부 방사선
검사도

시행해야

한다.

심각한

노출이

의심되는

환자는

혈장과

적혈구의

cholinesterase 활성을 측정해야 한다. 적혈구 cholinesterase 활성이 50% 이상 억
제될 때 급성 중독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검사는 항상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진단 및 추적 검사로 더 유용할 수 있다. 말라티온 또는 그 대사물
에 대한 혈액 및 소변 검사는 말라티온에 대한 최근의 노출을 시사할 수 있다. 혈액
이나 소변에서 높은 수치를 보이는 경우 뇌, 심장, 폐 및 신경 손상이 발생할 수 있
다.
(8) 지연 효과
말라티온이 피부에 흡수된 경우 증상이 재발하거나 지연되어 발생할 수 있다. 말라
티온에 오염된 의류 및 가죽 제품(예: 신발, 지갑, 벨트)은 재사용해서는 안 된다. 탄
화수소 용제를 함유한 시판되는 말라티온 제제는 화학적 폐렴을 유발할 수 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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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유기인계 약물 중독으로 인해 만성적인 신경학적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3. 응급실 진료 이후 환자 배치 및 추적 검사
말라티온 중독 증상을 보이거나 심각한 노출이 의심되는 환자는 입원 치료해야 한
다. 경미한 노출이며 응급실에서 4~6시간 경과 관찰 후에도 무증상인 경우 퇴원할 수
있으며 증상 발생 시 즉시 재 내원 할 것을 교육해야 한다. 심각한 노출이 있었던 환
자는 지속적으로 중추신경계 후유증 발생에 대해 평가해야 한다. 말라티온 급성 노출
환자는 적혈구 cholinesterase가 안정화되는 3~4개월 후까지 유기인계 약물에 추가
노출되지 않도록 교육해야 한다. 또한 각막 손상이나 심한 화상 환자는 24시간 이내
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 말라티온 환자 정보 시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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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물질 정보시트
※ 이 유인물은 말라티온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 및 후속조치에 관한 정보
의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1. 말라티온이란 무엇입니까?
말라티온은 유기인계 살충제이다. 말라티온은 노란색 또는 진한 갈색의 액체로 마늘
향이 난다. 말라티온은 농작물, 저장제품, 골프장 및 가정용 정원에서 해충을 죽이기
위해 흔하게 사용되며 야외에서 모기와 초파리를 죽이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 또한
애완동물의 벼룩이나 사람의 머릿니를 죽이는데 사용되며 과일, 채소, 견과류, 곡물에
농약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상업용 살충제는 탄화수소 용매를 함유하고 있어 이에 의
한 독성이 발생할 수 있다.
2. 말라티온 노출에 의해 즉시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의 영향은 무엇입니까?
말라티온은 오심, 구토, 복통, 설사 뿐 아니라 의식혼란, 시야장애, 발한, 근육경련,
불규칙한 심장박동, 경련 및 사망까지 일으킬 수 있다. 말라티온을 흡입하거나 삼킨
경우 또는 피부를 통해 흡수된 경우에도 중독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살충제를
녹이기 위해 사용된 용매를 흡입해도 현기증, 두통 및 메스꺼움이 발생할 수 있다.
흡입한 용매의 양이 많을수록 더 심한 증상이 발생한다.
3. 말라티온 중독은 치료 될 수 있습니까?
소량의 노출 (예: 살충제 용제 흡입)인 경우 신선한 공기를 흡입하는 것이 유일한 치
료이다. 심한 말라티온 중독의 경우 노출된 모든 피부를 철저하게 세척해야 한다. 노
출된 옷은 제거하고 소각해야 하며 해독제 투여와 입원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4. 향후 건강에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빠르게 회복되는 단일의 소량 노출은 지연성이나 장기적인 건강 문제를 일으킬 가능
성은 거의 없다. 심각한 노출 환자는 몇 주 동안 증상이 있을 수 있다.
5. 말라티온에 노출된 사람에게 어떤 검사를 할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혈액과 소변에서 말라티온이나 대사산물의 존재에 대한 검사는 유용하지
않다. 심한 노출이 발생한 경우 혈액, 소변 검사 및 기타 검사를 통해 뇌, 심장, 폐
및 신경 손상 여부를 알 수 있지만 모든 경우에 검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6. 말라티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말라티온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인터넷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보시
스템에서 조회하거나 유해가스노출 환경보건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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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환자 후속지침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고, 다음 진료예약 확인 및 표기된 지침을 따르십시오.
24시간 이내에 특이증상 또는 징후가 발현되는 경우 응급실 또는 예약의사에게 전화
문의 바랍니다.
※ 특히 아래의 증상인 경우 :
▶ 과민, 의식혼란 또는 피로
▶ 기침이나 쌕쌕거림 또는 가쁜 호흡
▶ 구역, 구토, 복통 또는 설사
▶ 근력약화 또는 경련
▶ 시야 흐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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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

) 일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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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급실 / 클리닉, (

)월/(

)일, AM/P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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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 동안은 업무에 복귀하지 마십시오.

[ ] 당신은 조건부로 업무에 복귀 가능합니다. 아래의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 ] 적어도 72시간 이상 담배연기에 노출되어서는 안됩니다; 담배연기가 폐의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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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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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의사 서명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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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메틸메르캅탄
1)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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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급실 치료 매뉴얼
< 메틸메르캅탄 중독 환자의 치료 및 배치 원칙 >
1. 메틸메르캅탄은 중추신경 억제제이며, 호흡기 및 피부 자극 작용이 있다. 증기형태
에서는 폐로 잘 흡수되나, 피부 오염은 적다. 안전한 농도 이상의 메틸메르캅탄 증
기에 노출될 수 있을 때, 대응 의료진들은 양압의 자가 호흡 장치(호흡용 마스크
(self-contained breathing apparatus; SCBA) : self-contained breathing
apparatus)를 착용하여야 한다.
액화된 메틸메르캅탄 가스는 피부자극 및 동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화학 보호
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2. 환자의 A, B, C에 대한 평가와 조치를 시행한다. 기도부종 및 폐쇄의 증상으로 쉰
목소리, 천명음, 청색증이 악화되는지 관찰한다.
외상이 의심된다면 수기로 경추고정을 시행하고, 목 보호대와 백보드를 적용한다.
3. 메틸메르캅탄은 해독제가 밝혀지지 않은 물질이다. 메틸메르캅탄 가스에 노출된
경우에도 피부 또는 안구 자극이 없다면 제염을 시도하지 않아도 된다.
이외의 경우에는 제염을 필요로 하는데, 가능한 빨리 메틸메르캅탄에 젖은 옷과
소지품을 제거하여 이중 포장 백에 담는다.
피부와 머리카락을 담수로 3~5분간 헹군 다음(가능하다면 샤워기 아래에서), 비누
로 철저히 씻고 다시 헹군다.
(소아와 노인은 제염 중 저체온증 위험이 있으므로 담요나 보온기를 적절히 사용
한다.)
4. 눈 부위 노출 시, 최소 15분 이상 미지근한 물 또는 식염수로 세척한다. 단, 동상
이 의심된다면 세척하지 않는다. 추가적 손상 없이 제거 가능한 경우 콘택트렌즈
를 제거한다. 통증이 지속되거나 손상이 명확하다면, 환자를 응급실로 후송할 동안
세척을 지속한다.
(안통 및 눈꺼풀 경련 발생 시 증상완화를 위해 안과용 마취제(0.5% tetracaine
또는 proparacaine) 등을 사용할 수 있다.)
5. 기관지 연축을 나타내는 환자에게는 알부테롤 등 연무화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한
다. 천명음을 나타내는 소아들에게 2.25% 라세믹 에피네프린 분무제를 20분 간격
으로 증상이 호전될 때 까지 0.25~0.75ml씩 사용할 수 있다.
6. 동상 부위는 40~42℃ 물로 20~30분 해동해 주어야 하며, 손상 부위의 피부가 붉
은 색이 될 때까지 해동을 지속한다.
7. 중환자들은 정맥 주사로를 확보하고, 심전도를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호흡 장애가
발생한 경우 기관 삽관 또는 윤상갑상연골 절개술 등 외과적 기도를 확보한다.
경련은 디아제팜과 같은 벤조디아제핀계 약물로 치료한다. 심한 고혈압의 경우 해
당 의료기관의 원칙대로 치료하나, 니트로플루시드가 가장 추천된다. 이외 혼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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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저혈압, 부정맥 등의 증상은 기존의 방식대로 치료한다.
8. 심한 노출의 증거(심하고 지속적인 기침, 호흡곤란 및 화학 화상)가 있는 경우 전
문 의료기관으로의 후송이 필요하다. 목이나 눈에 경미한 자극만 있는 환자는 이
름, 주소, 연락처를 남긴 후 현장에서 퇴원 가능하다.
< 메틸메르캅탄 중독 시 시행 할 검사들 >
메틸메르캅탄의 급성 노출은 호흡곤란 및 자극 등 임상 증상에 근거하여 진단하나,
혈액 검사는 환자의 경과관찰 및 합병증 평가에 유용할 수 있다. 모든 노출 환자에서
CBC, blood glucose, electrolyte를 검사하며, 호흡곤란 환자는 chest x-ray, pulse
oximetry, ABGA를 시행한다. 흡입량이 많을 경우 대사성 염소과잉 산혈증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blood pH도 관찰하도록 한다.
< 화상 치료 >
1. 메틸메르캅탄에 노출된 피부에는 화상이 발생할 수 있다. 화상 부위를 시원한 물
로 헹군 다음 건성 드레싱을 시행한다.
2. 메틸메르캅탄 액화 가스에 노출되면 동상을 입을 수 있다. 동상을 입은 환자는 손
상 부위를 40~42℃ 물로 20~30분 해동해 주어야 하며, 손상 부위의 피부가 붉은
색이 될 때까지 해동을 지속한다.

< 안구 노출 치료 >
1. 눈 부위 노출 시, 적어도 15분 동안 생리 식염수로 씻어내야 한다.
(눈에 추가적 손상을 주지 않고 쉽게 제거할 수 있다면 콘택트렌즈 등은 제거한다)
(각막 손상이 있거나 통증 지속 시 중환자 치료 구역으로 이송하는 동안 계속 세
척한다)
2. 중환 치료 구역으로 옮긴 후에는 제염 여부 확인 후 시력(Visual acuity)을 테스트
한다. 각막 손상이 있는 경우는 즉각 안과 협진을 시행한다.
< 증기 노출자 치료 >
1.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마스크로 산소를 투여한다. 기관지 연축이 있는 환자는 알부
테롤 등 에어로졸화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한다.
2. 경련 환자는 디아제팜과 같은 벤조디아제핀계 약물로 치료한다. 심한 고혈압은 해당
의료기관의 원칙대로 치료하나, 니트로프루시드를 가장 추천한다.
3. 천명음을 나타내는 소아는 2.25% 라세믹 에피네프린 분무제를 20분 간격으로 0.25
~ 0.75ml씩 증상이 호전될 때 까지 사용할 수 있다.
4, 폐부종이 발생한다면, 호흡과 환기를 유지하고 ABGA와 pulse oximetry를 자주 평
가한다. 필요하다면 호기말 양압을 이용한 인공호흡을 초기에 시행해 준다. 예방적

- 19 -

항생제의 사용은 호흡기 감염의 확률을 낮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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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급실 대응 리스트
< 제염 단계 >
1. 환자가 병원 내원 전 단계에서 제염을 시행하지 않았다면, 피부나 눈의 자극 증상
이 있는 모든 환자는 제염 단계를 거쳐야 한다.
(소아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의료진의 보호 장구가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어 추
후 치료 과정에서 순응도가 떨어질 수 있다)
2. 환자의 기도, 호흡, 순환을 확인하고 보조한다. 호흡 장애가 발생한 경우 기도를
확보하며, 필요하다면 숙련된 인원이 기관 삽관 또는 윤상갑상연골절개술 등 외과
적 기도를 확보해야 한다. 기관지 연축이 있다면 알부테롤 등 에어로졸화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한다.
3. 경련은 디아제팜과 같은 벤조디아제핀계 약물로 치료한다. 심한 고혈압의 경우 해
당 의료기관의 원칙대로 치료하나, 니트로플루시드가 가장 추천된다. 이외 혼수,
저혈압, 부정맥 환자는 기존의 방식대로 치료한다.
4. 천명음을 나타내는 소아는 2.25% 라세믹 에피네프린 분무제를 20분 간격으로 0.25
~ 0.75ml씩 증상이 호전될 때 까지 사용할 수 있다.
5. 환자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면 자신의 제염을 돕도록 한다. 메틸메르캅탄에 젖
은 환자의 옷은 제거한 후 이중 포장 처리한다.
6. 액화 메틸메르캅탄에 피부와 눈이 노출된 경우 동상을 주의하여 치료한다. 40~4
2℃

따뜻한 물로 동상 부위를 해동하며, 만약 따뜻한 물이 없다면 담요로 조심스

럽게 감싸 손상 부위의 순환이 자연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한다. 환자에게 손상
부위를 해동할 때는 해당 부위를 움직이도록 격려한다.
7. 노출된 피부와 머리카락을 담수로 15분 이하 헹군다. 이후 비누와 물로 깨끗이 세
척한다. 소아 또는 노인에서는 제염 과정에서 저체온증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담요와 보온기를 적절히 사용한다.
8. 동상을 입은 눈은 세척하지 않는다. 안구 자극이 있으나 동상이 없는 경우는 세척
을 시행한다. 눈에 추가적 손상을 주지 않고 쉽게 제거할 수 있다면 콘택트렌즈
등은 제거한다. 이후 중환자 치료 구역으로 이송하는 동안 계속 세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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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환 구역 치료 단계 〉
1. 환자의 제염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며, 제염 단계에서 기술한 것과 같이
환자의 ABC(Airway, Breathing, Circulation)을 확인하고 보조한다. 중환에게는
정맥 주사로를 확보하며, 심전도를 지속적으로 관찰한다. 혼수상태, 저혈압, 경련
또는 부정맥 환자는 기존의 방식대로 치료한다.
2.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는 산소마스크로 산소를 공급한다. 호기관지 연축이 있다
면 에어로졸화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한다.
3. 경련은 디아제팜과 같은 벤조디아제핀계 약물로 치료한다. 심한 고혈압의 경우 해
당 의료기관의 원칙대로 치료하나, 니트로플루시드가 가장 추천된다.
4. 천명음을 나타내는 소아는 2.25% 라세믹 에피네프린 분무제를 20분 간격으로 0.25
~ 0.75ml씩 증상이 호전될 때 까지 사용할 수 있다. 폐부종이 발생한다면, 호흡과
환기를 유지하고 ABGA와 pulse oximetry를 자주 평가한다. 필요하다면 호기말 양
압을 이용한 인공호흡을 초기에 시행해 준다. 예방적 항생제의 사용은 호흡기 감염
의 확률을 낮출 수 있다.
5. 메틸메르캅탄에 노출된 피부에는 화상이 발생할 수 있다. 화상 부위를 시원한 물
로 헹군 다음 건성 드레싱을 시행한다. 메틸메르캅탄 액화 가스에 노출되면 동상
을 입을 수 있는데, 동상을 입은 환자는 손상 부위를 40~42℃ 물로 20~30분 해동
해 주어야 하며, 손상 부위의 피부가 붉은 색이 될 때까지 해동을 지속한다.
6. 눈 부위 노출 시, 적어도 15분 동안 생리 식염수로 씻어내야 한다. 눈에 추가적
손상을 주지 않고 쉽게 제거할 수 있다면 콘택트렌즈 등은 제거한다. 각막 손상이
있는 경우는 즉각 안과 협진을 시행한다.
7. 메틸메르캅탄에 대한 특별한 해독제는 없으며, 보조적 치료를 시행한다.

〈 응급실 진료 후 배치 및 외래 추적 검사 〉
1. 상당한 양의 노출을 당했거나 안구화상, 이외 심각한 화상 환자는 입원을 고려한
다. 이외 지속적인 숨가쁨, 심한 기침, 가슴 답답함을 호소하는 환자도 입원하여
증상이 호전될 EO 까지 관찰한다. 특히 폐손상은 손상 후 수 시간 동안 진행할 수
있다.
2. 특별한 증상이 없으며 코, 목, 눈, 호흡기에 경미한 자극만 있는 환자는 귀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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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대부분의 경우, 한 시간 내 증상이 호전된다. 만약 증상이 재발한다면, 즉각
의료기관에 재방문 하여야 한다.
3. 호흡기 증상은 장기간 지속될 수 있으므로, 모든 입원환자는 외래 추적 관찰을 거
쳐야 하며, 호흡기 관찰은 증상이 완전히 해소될 때 까지 시행한다. 피부나 각막
자극이 있는 환자는 24시간 내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심한 피부 노출을 입은 환
자는 수개월 간 외래 추적 관찰을 거쳐야 한다.

〈 보고 〉
1. 산업 관련 사고가 발생하였을 시 법적으로 보건소에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다른 사람들도 사고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작업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예방을 위해 회사 직원과 상의한다. 공중 보건 위험이 있다면
보건소 또는 관련 기관에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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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물질 정보시트
※ 이 유인물은 메틸메르캅탄(methyl mercaptan)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
및 후속조치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1. 메틸메르캅탄(methyl mercaptan)이란 무엇입니까?
메틸메르캅탄은 무색의 가연성 가스이며, 썩은 양배추와 같은 불쾌한 냄새를 풍깁니
다. 주로 착취제로 사용되며, 제초제, 비행기 연료, 플라스틱, 메티오닌의 생산 중 중
간물질로 만들어집니다. 메틸메르캅탄은 상온에서 가스이므로, 대부분의 노출 경로는
흡입과 피부입니다.
2. 메틸메르캅탄 노출에 의해 즉시 발생될 수 있는 건강상의 영향은 무엇입니까?
메틸메르캅탄 노출은 즉각적인 눈, 코, 목의 자극 및 호흡곤란, 기침, 천명, 유루증을
유발합니다. 또한 구역, 구토, 어지러움, 두통, 협동장애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일반
적으로, 노출이 심할수록 증상도 심합니다.
3. 메틸메르캅탄 노출에 의한 증상은 치료될 수 있습니까?
메틸메르캅탄 중독에 대한 해독제는 없으나 노출로 인한 증상은 치료될 수 있으며,
대부분의 환자들은 잘 회복됩니다. 심각한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입원하여야 합
니다.
4. 향후 건강상의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소규모 단일 노출 환자가 빠르게 회복된 경우 대부분 지연성, 장기적 영향이 나타나
지 않습니다. 심한 노출 후에는, 증상이 수 시간 이상 악화될 수 있으며 특히 호흡기
증상은 수 일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5. 메틸메르캅탄에 노출된 사람에게 어떤 검사를 할 수 있습니까?
메틸메르캅탄은 사람의 피와 소변에 보통 때도 존재합니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혈중
메틸메르캅탄 농도를 측정하는 것은 최근의 노출에 대한 증거는 될 수 있으나, 혈중
농도가 노출의 양이나 시간을 나타내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혈액 또는 소변 내 메
틸메르캅탄의 유무를 확인하는 검사는 일반적으로 불필요합니다. 만약 심각한 노출이
일어났다면, 혈액과 소변검사, 그리고 상기도, 폐, 뇌의 손상 여부를 보여주는 여러
가지 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검사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6. 메틸메르캅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메틸마르캅탄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인터넷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 안전관리정
보시스템에서 조회하거나 유해가스노출 환경보건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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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환자 후속지침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고, 다음 진료예약 확인 및 표기된 지침을 따르십시오.
24시간 이내에 특이증상 또는 징후가 발현되는 경우 응급실 또는 예약의사에게 전화
문의 바랍니다.
※ 특히 아래의 증상인 경우 :
▶ 기침, 천명(쌕쌕거림)
▶ 호흡곤란, 흉통
▶ 노출된 눈의 통증 또는 분비물의 증가
▶ 피부 화상 부위의 발적, 통증 또는 고름 같은 분비물의 증가
▶ 두통, 어지러움 또는 협동장애
[ ] 위에 기술된 증상이 발현되지 않는다면 추후 진료예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 필요시 전화문의 약속, 예약 의사 :
☞ 의사에게 전화문의 시 (

전화번호 :

)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

) 일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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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급실 / 클리닉, (

)월/(

)일, AM/P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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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 동안은 업무에 복귀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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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어도 72시간 이상 담배연기에 노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담배연기가 폐의 상태
를 악화시킬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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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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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의사 서명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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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염화메틸렌
1)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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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급실 치료 매뉴얼
응급실 관리
염화 메틸렌 증기에만 노출된 환자는 응급실 요원에게 2차 오염 위험을 제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옷이나 피부가 액체 염화 메틸렌으로 오염된 환자는 직접 접촉하거나
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증기의 형태로 응급실 직원을 2차적으로 오염시킬 수 있다. 염
화 메틸렌 증기는 또한 염화 메틸렌을 섭취한 환자의 독성 구토로부터 배출될 수 있
다. 염화 메틸렌은 급성 중추 신경계 증상 및 호흡 저하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로 인
해 심장 부정맥이 유발될 수 있다. 고농도로 흡입하면 염화 메틸렌은 호흡 기관의 자
극을 유발할 수 있으며 비 심장성 폐부종이 발생할 수 있다. 염화 메틸렌은 일산화탄
소로 천천히 대사된다. 염화 메틸렌에 대한 해독제는 없고, 치료는 호흡기 및 심혈관
기능의 지지, 보존적 치료로 구성된다. 산소는 대사적으로 방출되는 일산화탄소의 길
항제다.
오염 제거 구역
오염물을 제거한 환자와 피부 또는 눈 자극이 없는 염화 메틸렌 증기에만 노출된 환
자는 즉시 중환자 치료 지역으로 이송될 수 있다. 어린이들은 상대적으로 더 큰 표면
적 : 몸무게 비율 때문에 피부에 영향을 미치는 독성 물질에 더 취약하다.
전문치료
먼저 기도, 호흡 및 혈액 순환을 평가한다. 호흡기가 심하게 손상된 경우 기관 내 삽
관을 통해 기도와 호흡을 유지한다. 가능하지 않다면 외과적 기도 유지를 고려한다.
호흡곤란 증상 호소 시 기관지 확장제인 알부테롤 (albuterol)과 같은 에어로졸화 된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한다. 그러나 여러 가지 화학물질에 노출 상황에서 기관지 확장
제를 사용하면 추가적인 위험이 초래될 수 있음에 주의한다. 호흡곤란이 있는 어린이
들은 라세믹 에피네프린(racemic epinephrine) 에어로졸을 고려한다. 2.5cc 물에
2.25% 라세믹 에피네프린 용액 0.25~0.75mL을 넣고, 필요에 따라 매 20분마다 반복
하면서 환자의 상태를 관찰한다. 혼수상태, 저혈압 또는 발작, 심장 부정맥이 있는 환
자는 ALS (Advanced Life Support) 프로토콜에 따라 치료한다. 쇼크나 저혈압의
징후가 관찰되면 체액 관리를 시작한다. 수축기 혈압이 80mmHg 미만인 성인에게
1,000mL/hour 정맥 내 식염수 또는 젖산 링거 용액을 볼루스 (bolus) 관류로 투여
하는 것이 적절하다. 어린이의 경우 정상적인 식염수 20mL/kg을 10~20분간 투여한
다음 재관류를 평가하고 임상적으로 적절한 관리를 시행한다. 심장리듬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기본 오염 제거
오염된 의복 및 개인 소지품을 신속하게 제거하고 이중으로 봉한다. 노출된 피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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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카락을 다량의 물로 적어도 15분 동안 씻은 다음 약한 비누로 철저히 헹군다. 환
자, 특히 어린이 또는 노인에서 오염 제거할 때 저 체온증에 주의한다. 필요에 따라
오염 제거 후 담요 또는 따뜻한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노출되거나 자극받은 눈을
보통의 물이나 식염수로 15~20분간 세척한다. 눈에 추가적인 외상이 없다면 콘택트렌
즈를 제거한다. 심한 통증이나 상처가 분명하다면 피해자를 지원 구역으로 이송하는
동안 세척을 계속한다. 0.5% Tetracaine과 같은 안과 마취약은 안검 경련을 완화시
키는 데 필요할 수 있다. 섭취한 경우 구토를 유도하지 않는다. 의식이 명료하고 삼
킬 수 있는 경우 1g/kg (유아, 어린이 및 성인 용량 - 보통 성인 복용량 60~90g, 어
린이 복용량 25~50g)의 용량으로 활성탄을 투여할 수 있다. 오염 제거 시 화학적으로
오염된 피해자, 특히 부모로부터 분리되면 분리 불안을 느낄 수 있는 어린이에게 안
심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흡입 노출
호흡 곤란 시 환자에게 마스크로 산소를 보충해준다. 기관지 확장제인 알부테롤
(albuterol)과 같은 에어로졸화된 기관지 확장제가 도움이 된다. 반복된 흉부 X-ray
검사 및 기타 적절한 검사를 통해 24시간 동안 환자를 관찰한다.
피부 노출
피부가 농축 염화 메틸렌 액체와 접촉하면 화학적 화상을 입을 수 있다. 피부 화상의
발현이 지연 될 수 있음에 주의한다. 어린이들은 상대적으로 더 큰 표면적 : 몸무게
비율 때문에 피부에 영향을 미치는 독성 물질에 더 취약하다.
안구 노출
최소한 15분 동안 세척한다. 시력 검사. 각막 손상이 있는 환자는 즉시 안과 의사와
상담하도록 한다. 각막 손상 환자는 24시간 이내에 재검사해야 한다.
경구 노출
액상 염화 메틸렌을 섭취한 경우 구토를 유도하지 않는다. 의식이 명료하고 삼킬 수
있는 경우 1g/kg (보통 성인 60~90g, 어린이 25~50g)의 용량으로 활성탄을 투여할
수 있다. 위세척은 특정 상황에서 부식성 물질을 제거하고 내시경 검사를 준비하는
데 유용할 수 있으며 위세척은 섭취 1시간 이내에 실시할 수 있다. 어린이들은 많은
양의 부식성 물질을 섭취하지 않으며 비위관 내 삽관으로 인한 천공 위험이 있어 어
린이에게 위세척을 적극 권장하지는 않는다.
해독제
염화 메틸렌에 대한 해독제는 없다. 염화 메틸렌 대사로 생성된 일산화탄소는 정상
압력에서 100% 산소가 도움이 될 수 있다. 고압 산소와 비교하여 100% 정상 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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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의 비교 효능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연구된 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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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급실 대응 리스트
(1) 기본 정보
실온에서 염화 메틸렌은 맑은 무색의 액체로 달콤한 냄새가 난다. 휘발성이며 실온에
서 잠재적으로 독성 농도를 생성한다. 물에 약간 용해되며 대부분의 유기 용제와 섞
일 수 있다. 유지류의 용해력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염소화 탄화수소 용제 중
에서 최대이다. 독성이 적고, 안정성이 좋으며, 혼입된 물에 대해서도 안정하다. 불점
이 낮고 40.4℃에서 증기로 되기 쉽기 때문에, 증기의 위험도가 높고, 가열에 필요한
열량은 적게 들지만, 냉각수는 20℃ 이하의 것이 필요하며, 하절기에는 냉각장치가
필요하다. 금속부품의 증기세정, 특히 열에 의한 영향을 받기 쉬운 제품의 세정에 사
용되어 왔지만, 오존층 파괴물질로써 점차 사용 금지화 되고 있다.

(2) 노출의 경로
흡입
흡입은 가장 중요한 노출 경로이며 염화 메틸렌 증기는 폐에서 쉽게 흡수된다. 냄새
는 염화 메틸렌에 대한 적절한 알람 경고가 되지 못하며, 냄새 역치는 250 ppm으로
OSHA PEL (25 ppm)의 10배다. 후각 피로는 고농도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염화 메
틸렌은 공기보다 무거우므로 밀폐되거나, 통풍이 잘 안 되는 곳이나 저지대에서 질식
을 일으킬 수 있다. 성인과 동일한 수준의 염화 메틸렌에 노출된 어린이는 폐 표면적
이 더 크기 때문에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성인보다 더 높은 수준에 노출될 수
있다.
피부 / 눈 접촉
고농도 수준의 염화 메틸렌 증기에 노출되면 피부와 눈에 자극을 유발할 수 있다. 액
체 염화 메틸렌과 장시간 피부 접촉 시 화학 화상을 유발할 수 있다. 염화 메틸렌은
손상되지 않은 피부를 통해 천천히 흡수되지만 급성 전신 독성을 일으키는 경우는 드
물다. 비교적 큰 표면적 : 몸무게 비율로 인해, 어린이들은 피부를 통해 흡수되는 독
성 물질에 더 취약하다.
음식물 섭취
치명적인 전신 중독을 포함한 급성 독성 영향은 섭취 시 발생할 수 있다. 섭취 후 급
성 증상에는 복통, 설사, 메스꺼움, 구토 및 졸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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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 / 용도
염화 메틸렌은 강한 산화제, 부식제, 알루미늄 및 마그네슘 분말과 같은 화학 활성
금속, 칼륨, 나트륨 및 농축 질산과 반응한다. 염화 메틸렌은 메탄 또는 염화 메틸의
직접 염소화에 의해 대량으로 상업적으로 생산된다. 페인트 및 광택 제거제 및 탈지
제에서 중요한 용매이고 사진 필름, 합성 섬유, 의약품, 접착제, 잉크 및 인쇄 회로
기판의 생산에도 사용되며, 폴리우레탄 폼 용 발포제 및 살충제, 공기 청정제 및 도
료용 추진제로 사용된다.

(3) 인체에 미치는 영향
염화 메틸렌은 피부, 눈 및 호흡기를 자극한다. 이러한 영향은 염화 메틸렌에 흡입
또는 피부 노출 시 발생할 수 있다. 장시간 피부에 접촉하면 화상을 입을 수 있다.
중추신경계 작용으로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고, 염화 메틸렌의 섭취는 심각한 위장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염화 메틸렌의 대사산물인 일산화탄소는 지연성 독성 영향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특히 태아와 신생아는 일산화탄소 중독에 취약하다.
급성 노출
염화 메틸렌의 유해한 건강 영향은 대사 화합물과 일산화탄소 때문이다. 대사 화합물
의 신경 독성 효과 메카니즘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화합물의 친유성 특성과 관련될
수 있다. 일산화탄소는 카복시 헤모글로빈 (carboxyhemoglobin)의 형성을 유도하여
뇌를 정상적인 산소 전달 및 활용을 저해한다. 매우 높은 수준 (> 750 ppm)의 염화
메틸렌에 노출된 징후와 증상은 노출 개시 후 몇 분 내에 나타날 수 있다. 중등도의
노출은 몇 시간 내에 이상 징후와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어린이들은 항상 성인과
같은 방식으로 화학물질에 반응하지는 않기에 어린이들의 치료를 위한 다른 프로토콜
이 필요할 수 있다.
신경계
염화 메틸렌의 노출은 용량과 관련해서 중추신경계 기능 저하를 일으킨다. 전형적인
급성 증상에는 두통, 졸음, 가벼운 말투, 어눌한 말, 경보 감퇴, 반응 시간 감속, 과민
성, 걸음걸이 장애 및 무감각 등이 있다. 의식 저하, 혼수상태, 발작 및 사망에도 이
를 수 있다.
신진 대사
염화

메틸렌은

부분적으로

간에서

대사되며,

일산화탄소는

카복시

헤모글로빈

(carboxyhemoglobin) 수치를 증가시키고 혈액의 산소 운반 능력을 감소시킨다.
노출이 중단 된 후 몇 시간 동안 카복시 헤모글로빈 (carboxyhemoglobin) 수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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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상승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신진 대사율 때문에 어린이, 특히 태아는 일
산화탄소 중독에 취약하다.
심장 혈관
염화 메틸렌은 일산화탄소 중독과 유사한 심전도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증가된 카
복시 헤모글로빈(carboxyhemoglobin) 및 카복시 미오글로빈(carboxymyoglobin) 수
준은 기존의 관상 동맥 질환이 있는 사람에서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염화 메틸
렌 흡입과 관련된 심장 마비가 학계에 보고되었지만, 직업적으로 자주 노출된 근로자
의 경우 염화 메틸렌으로 인한 치명적인 심혈관 질환은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
호흡기
급성, 높은 수준의 흡입 노출의 피해자는 기도의 염증, 폐의 염증 및 폐의 체액 축적
이 나타날 수 있다. 어린이는 kg당 더 높은 분당 환기량과 함께, 노출되었을 때 즉시
대피하지 못해 중독에 더 취약할 수 있다.
위장관계
섭취 후 오심, 구토, 위장 궤양 및 출혈이 보고되었다.
간
간 기능 장애는 염화 메틸렌에 대한 급성, 고수준의 노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피부
염화 메틸렌은 피부 자극과 수포를 유발한다. 장시간 피부 접촉을 하면 2도 및 3도
화학 화상을 입을 수 있다. 비교적 큰 표면적 : 몸무게 비율 때문에 어린이들은 피부
를 통해 흡수되는 독소에 더 취약하다.
눈
고농도의 염화 메틸렌 증기는 눈의 자극과 찢어짐을 유발할 수 있다. 눈에 뿌려지면
염화 메틸렌은 화상을 입어 통증, 눈 표면의 염증 및 홍채의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
잠재적 후유증
고 용량의 심하고 급한 노출 (예 : 혼수 상태, 발작 또는 호흡 정지)의 생존자는 산소
가 부족하여 뇌 또는 심장 손상을 입을 수 있다. 다량의 대사산물과 일산화탄소의 형
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고농도의 염화 메틸렌에 노출되면 정신 상태의 악화, 비뇨기
및 대변 실금, 보행 장애를 포함한 영구적인 후유증이 유발될 수 있다. 지연 신경학
적 후유증의 대부분의 경우는 중독 급성기의 의식 상실 수준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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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노출
심혈관 질환에 대한 사례는 보고 된 바 있으나 염화 메틸렌에 노출 된 근로자의 역학
연구에서는 입증되지 않았다. 만성적으로 피부에 노출된 근로자는 염증과 두드러기와
같은 자극성 접촉 피부염이 나타날 수 있다. 만성 노출은 더 긴 잠복기를 가져 어린
이들에게 나중에 더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발암성
DHH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는 염화 메틸렌이 실험 동물
에서 적절한 실험적 증거에 근거하여 인간 발암 물질로 합리적으로 예측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생식 및 발달 효과
염화 메틸렌의 인간에 대한 태아 독성 영향은 입증되지 않았다. 염화 메틸렌은 생식
독성 물질 및 발육 독성 물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염화 메틸렌은 동물의
태반을 통과하는 것으로 밝혀졌고 인간의 모유에서 발견되었다. 태아와 신생아는 일
산화탄소, 염화 메틸렌 대사산물, 중독에 더 취약하다. 일산화탄소에 의한 급성, 비치
명적 모체 중독은 태아 사망 또는 영구적인 신경학적 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다.

(4) 병원 전 관리
입원 전 관리
염화 메틸렌 증기에 노출된 피해자는 핫 존(Hot Zone) 외부 직원에게 2차 오염의 실
질적인 위험을 제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의류 또는 피부가 액체 메틸렌 클로라이드로
오염된 피해자는 직접 접촉 또는 가스 배출 증기를 통해 대응 요원을 2차적으로 오염
시킬 수 있다. 염화 메틸렌 증기는 또한 염화 메틸렌을 섭취한 피해자의 독성 구토로
부터 배출될 수 있다. 염화 메틸렌은 급성 중추 신경계와 호흡 저하를 일으켜 심장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다. 고농도로 흡입하면 염화 메틸렌은 기도의 자극을 유발할
수 있으며 비 심장성 폐부종이 발생할 수 있다. 염화 메틸렌은 일산화탄소로 천천히
대사된다. 염화 메틸렌에 대한 해독제는 없다. 치료는 호흡기 및 심혈관 기능의 보존
적 치료로 구성된다. 산소는 대사적으로 방출되는 일산화탄소의 길항제다.
핫 존 (Hot Zone)
핫 존(Hot Zone)에 들어가기 전에 구조대원을 훈련시키고 보호 장구를 적절히 착용
해야 한다. 적절한 장비를 구할 수 없거나 구조대원이 훈련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지역 또는 지역의 전문팀 또는 적절하게 준비된 대응 조직에서 지원을 받아야 한다.
구조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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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화 메틸렌 증기는 흡입 시 쉽게 흡수되는 호흡기 자극제다. 액체는 피부 노출 후
느린 피부 자극성이 있다.
호흡기 보호
잠재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수준의 증기에 노출될 경우 충분한 양의 압력을 가진 자가
급식 호흡기 (호흡용 마스크(self-contained breathing apparatus; SCBA))가 권장
된다.
피부 보호
염화 메틸렌 증기는 피부를 통해 잘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증기 노출만 예상되는 경
우에는 화학 보호복은 일반적으로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피부 염증 및 피부 흡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액체 염화 메틸렌의 반복, 장기간의 접촉이 예상되는 경우 화학
물질 방지 복장이 권장된다.
피해자 이동
노출된 피해자가 걸을 수 있다면 핫 존에서 오염 제거 구역으로 이동시킨다. 걸을 수
없는 노출자는 조심스럽게 피해자를 안전하게 들것으로 옮길 수 있다.
오염 제거 구역
피부 나 눈 자극이 없는 염화 메틸렌 증기에만 노출 된 환자는 오염 제거가 필요 하
지 않고 즉시 지원 구역으로 즉시 이송될 수 있다. 신발을 비롯한 다른 모든 의류는
제거해야 한다.
구조대원 보호
노출 수준이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핫 존(Hot Zone) 보다 낮은 수준의 보호 수준을
착용한 직원이 오염 제거를 수행 할 수 있다.
ABC 알람
적절한 호흡을 유지하고 맥박을 확인한다. 외상이 의심될 경우 목 칼라로 경추를 안
정시킨다. 필요한 경우 산소를 보충하고 필요한 경우 백 밸브 마스크 장치로 환기를
돕는다.
기본 오염 제거
신발을 비롯한 오염 된 의복 및 개인 소지품을 신속하게 제거하고 이중으로 봉한다.
노출된 피부와 머리카락을 다량의 물로 적어도 15분 동안 씻은 다음 약한 비누로 두
번 씻는다. 특히 어린이 또는 노인의 경우 오염을 제거할 때 저체온증에 주의한다.
필요에 따라 오염 제거 후 담요 또는 따뜻한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노출되거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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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받은 눈을 미지근한 물로 20분 동안 세척한다. 눈에 추가적인 외상이 없다면 콘택
트렌즈를 제거한다. 심한 통증이나 부상이 분명하다면 피해자를 지원 구역으로 이송
하는 동안 세척을 계속한다. 액상 염화 메틸렌을 섭취한 경우 구토를 유도하지 않는
다. 의식이 있고 삼킬 수 있는 환자의 경우 1g / kg (보통 성인 용량 60~90g, 어린
이 용량 25~50g)의 용량으로 활성탄 투여를 고려한다. 오염 제거 시 화학적으로 오염
된 피해자, 특히 부모로부터 분리되면 분리 불안을 느낄 수 있는 어린이에게 안심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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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해

기도와

호흡을

유지한다.

가능하지

않다면

외과적

기도

유지

(cricothyrotomy)를 고려한다. 호흡곤란 증상 호소 시 기관지 확장제인 알부테롤
(albuterol)과 같은 에어로졸화 된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한다. 호흡곤란이 있는 어린
이들은 라세믹 에피네프린(racemic epinephrine) 에어로졸을 고려한다. 2.5cc 물에
2.25% 라세믹 에피네프린 용액 0.25~0.75mL 을 넣고, 필요에 따라 매 20분마다 반
복하면서 환자의 상태를 관찰한다. 혼수상태, 저혈압 또는 발작 또는 심장 부정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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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환자는 ALS (Advanced Life Support) 프로토콜에 따라 치료한다. 쇼크나 저
혈압의 징후가 관찰되면 체액 관리를 시작한다. 수축기 혈압이 80mmHg 미만인 성인
에게 1,000mL/hour 정맥 내 식염수 또는 젖산 링거 용액을 볼루스 (bolus) 관류로
투여하는 것이 적절하다. 어린이의 경우 정상적인 식염수 20mL/ kg을 10분에서 20
분간 투여 한 다음 2~3mL/kg/시간으로 주입하면서 재관류를 평가하고 임상적으로
적절한 관리를 시행한다. 심장리듬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의료 시설로의 운송
오염 제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 환자는 의료시설로 이송한다. 수신 의료 시설에 환자
의 상태, 주어진 치료 및 의료 시설 도착 예정 시간을 보고한다. 환자가 염화 메틸렌
을 과량 섭취한 경우, 환자가 독성 물질을 토하거나 설사를 하는 경우 구급차를 준비
한다. 다량 섭취한 경우 피해자가 구토할 경우에 대비해 몇 개의 수건을 준비하고 비
닐봉지를 열어 신속하게 구토물을 씻어 내고 격리한다.
다자간 Triage
여러 명의 피해자를 선별하는 것에 관해서는 각 지역 전문 의사 또는 지역 독극물 통
제 센터에 문의한다. 노출 후 몇 시간 동안 전신 증상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모든 노
출된 환자는 평가를 위해 의료 시설로 이송해야 한다. 징후가 있는 환자를 우선순위
로 이송한다. 심각한 증상이 있는 환자 (흉부 압박이나 천명음의 경우), 병력이 있거
나 심각한 노출의 증거가 있는 환자 및 염화 메틸렌을 섭취한 환자는 평가를 위해 의
료 시설로 이송한다. 가벼운 노출이 있고 무증상인 환자는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가
기록된 후 현장에서 퇴원할 수 있다. 퇴원한 사람들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권고한다.

(6) 응급실 진료 후 환자 배치와 추적 검사 및 보고

검사실 소견
모든 노출 된 환자에 대해 CBC, 포도당 및 전해질 검사를 시행한다. 실질적인 과량
노출의

경우

추가적인

검사로는

ECG

모니터링,

카복시

헤모글로빈

(carboxyhemoglobin) 수준의 결정 및 간 기능 검사가 포함된다. 심한 흡입 노출 또
는 폐 흡인이 의심되는 경우 가슴 방사선 촬영과 맥박 산소 측정 (또는 ABGA 측정)
을 권장한다. 혈액 내 염화 메틸렌 수준은 임상적으로 유용하지 않다.
후속 조치
심각한 노출이 의심되고 증상이 있는 환자는 입원을 고려한다. 환자의 입원 또는 퇴
원 결정은 노출 기록, 신체검사 및 검사실 결과에 근거해야 한다. 염화 메틸렌노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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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심각한 영향의 지연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과량으로 노출된 환자는 폐,
뇌, 심장 및 간 손상을 모니터링 해야 한다. 피부 화상이나 각막 손상을 입은 환자는
24시간 이내에 재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지연 효과
심각하게 노출된 환자의 경우, 노출 후 몇 시간 후에 심 부정맥 및 피부 화상이 발생
할 수 있다. 다량의 염화 메틸렌에 노출되면 대사산물인 일산화탄소의 영향으로 고혈
압, 정신 상태의 악화, 비뇨기 및 대변 실금, 보행 장애 등의 영구적인 후유증을 유발
할 수 있다.
환자 퇴원
호흡 곤란이나 정신 상태의 변화가 없는 환자는 퇴원할 수 있다. 처음에는 가벼운 증
상을 나타내지만 노출 후 6~12시간 동안 무증상인 환자도 퇴원 할 수 있다. 노출된
환자는 증상이 나타나거나 재발하면 즉시 의료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산소
요법은 카복시 헤모글로빈 수치를 신뢰할 수 없게 만들 수 있으므로 환자는 카복시
헤모글로빈 수준만을 기준으로 퇴원시켜서는 안 된다. 염화 메틸렌의 일산화탄소로의
대사 전환이 점진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산소 요법이 중단된 후에 카복시 헤모글
로빈 수치가 반등할 수 있다.
보고
노출 사고가 발생한 곳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여전히 위험할 수 있다. 공중 보건의 위
험이 있는 경우 지역 보건소 또는 기타 책임 있는 기관에 알리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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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물질 정보시트
※ 이 유인물은 염화 메틸렌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 및 후속조치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염화 메틸렌 은 무엇입니까?
염화 메틸렌은 무색의 휘발성 액체이며 달콤한 냄새가 난다. 플라스틱 가공, 페인트
및 광택 제거제, 전자 보드 및 금속 부품의 세척액으로 사용된다.
2. 염화 메틸렌에 노출되면 어떤 즉각적인 건강 영향이 유발 될 수 있습니까?
증기가 흡입되거나 액체가 피부 또는 눈에 닿거나 삼킨 경우 염화 메틸렌은 신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몸에서 몇몇 염화 메틸렌은 일산화탄소 (염화 메틸렌의 대사물)
로 바뀌어 혈액이 조직으로 산소를 운반하는 것을 방해한다. 태아와 신생아는 특히
일산화탄소 중독에 취약하다. 어느 정도의 노출 수준에서 염화 메틸렌은 두통, 피로
감, 걷기 어려움 및 현기증을 유발할 수 있다. 높은 노출 수치는 실신과 혼수, 저혈
압, 사망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 염화 메틸렌은 폐를 자극하여 폐에 액체가 축적될
수 있고 불규칙한 심장박동, 심정지까지 초래할 수 있다.
3. 염화 메틸렌 중독을 치료할 수 있습니까?
다량의 염화 메틸렌을 흡입하거나 삼킨 경우 100% 산소 치료가 도움이 된다. 심각한
증상을 경험한 사람은 입원해야 할 수 있으며 나중에 후속 검사나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4. 미래의 건강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신속하게 회복되는 단일의 작은 노출은 지연되거나 장기적인 영향이 미미하다. 심각
한 노출이나 반복적인 노출 후 뇌 손상은 기억력 상실, 조절 능력의 부족 및 사고 능
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 수년에 걸친 장기간의 노출은 암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
된다.
5. 염화 메틸렌에 노출 된 경우 어떤 검사가 수행 될 수 있습니까?
혈액이나 소변에서 염화 메틸렌의 존재에 대한 특정 검사는 일반적으로 유용하지 않
다. 심각한 노출이 발생하면 혈액 및 소변 분석 및 기타 검사에서 간, 뇌, 심장 또는
폐 손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6. 염화 메틸렌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염화 메틸렌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인터넷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
보시스템에서 조회하거나 유해가스노출 환경보건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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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환자 후속지침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고, 다음 진료예약 확인 및 표기된 지침을 따르십시오.
24시간 이내에 특이증상 또는 징후가 발생하는 경우 응급실 또는 예약의사에게 전화
문의 바랍니다.
※ 특히 아래의 증상인 경우 :
▶ 침 흘림 또는 삼킴 곤란
▶ 복통 또는 구토
▶ 기침, 쌕쌕거리는 숨소리 또는 쉰 목소리
▶ 호흡곤란, 짧은 호흡 또는 흉통
▶ 노출된 눈에서 통증이나 분비물이 증가하는 경우, 흐린 시력
▶ 피부 화상 부위에 발진이나 통증의 증가 또는 화농성 분비물이 발생하는 경우
▶ 걷기의 어려움
▶ 혼란, 현기증, 또는 실신
▶ 가슴 통증, 심계항진, 빈맥
[ ] 위에 기술된 증상이 발현되지 않는다면 추후 진료예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 필요시 전화문의 약속, 예약 의사 :
☞ 의사에게 전화문의 시 (

전화번호 :

)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

) 일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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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급실 / 클리닉, (

)월/(

)일, AM/P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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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 동안은 업무에 복귀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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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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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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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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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의사 서명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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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셀레니움 헥사플로라이드(SeF6)
1)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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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급실 치료 메뉴얼
< 셀레니움 헥사플로라이드(SeF6) 중독 환자의 치료 및 배치 원칙 >

1. 혈액검사(CBC, glucose, electrolyte 등) 시행
※ 셀레니움 헥사플로라이드(SeF6)는 수분과 접촉하여 셀레니움 및 불산(불화수소)으
로 쉽게 분해되므로 불산(불화수소)과 유사한 전해질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다. 추가
정보는 불산(불화수소)에 대한 응급진료지침을 참조한다.
※ 불산에 노출된 환자는 혈청 칼슘, 칼륨, 마그네슘 농도를 모니터링 해야 한다.
(혈중으로 흡수된 불산이 혈중 칼슘과 결합하여 저칼슘혈증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QT 간격 연장과 심장 리듬의 이상 등이 발생할 수 있다)
※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 소변 중 불화물
(소변 튜브에 날짜, 채취시간, 이름(년번) 표기하여 40~60mL 소변 수집하여 -20℃에
서 냉동보관 한다) ==> 추후 건강영향조사시 수거하여 노출평가에 활용가능
2. 고노출이 의심될 경우, 심장 리듬과 호흡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 ECG 모니터링, PFT, RFT, LFT등
3.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에게는 산소마스크 및 기관지 확장제를 적용한다.
⟹ 기관지 수축이 있는 경우 알부테롤 (albuterol)과 같은 에어로졸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한다. 어떤 종류의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할지 선택하기 전에 심근의 상태를 고려
한다.
⟹ 소아의 경우 천명이 들릴 경우 에피네프린 에어로졸을 치료한다.(2.5cc 물에
2.25% 라세믹 에피네프린용액 0.25~0.75ml을 혼합하여 20분 간격으로 치료한다.)
⟹ 지속적인 천명음이나 과민성 폐렴이 있는 환자는 코티코스테로이드를 투여한다.
⟹ 가스를 대량으로 흡입한 경우는 폐기능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24시간 이내 반응성
기도과민 증후군, 천식 등의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반복 흉부방사선 검사, 맥
박 산소 측정 또는 동맥혈 가스 검사, 폐기능 검사, 필요시 폐 CT 검사 등으로 모니
터링 한다.
4. 셀레니움 헥사플로라이드(SeF6)에 노출이 의심된 모든 환자는 호흡기 증상이 없거
나 경미하더라도 최소 24시간 동안 환자를 관찰한다.
⟹ 저농도 셀레니움 헥사플로라이드(SeF6)에 호흡기 노출시 24시간 가량 지연되어 폐
부종 또는 상부기도 부종 등이 발생할 수 있다.
5. 혼수, 저혈압, 경련, 부정맥 등의 증상은 기존의 방식으로 치료한다.
⟹ 심장 리듬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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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셀레니움 헥사플로라이드(SeF6)은 해독제가 없다.
BUT ※ 셀레니움 헥사플로라이드(SeF6)는 수분과 접촉하여 셀레니움 및 불산(불화
수소)으로 쉽게 분해되므로 불산(불화수소)과 유사한 전해질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
다. 추가 정보는 불산(불화수소)에 대한 응급진료지침을 참조한다.
7. 셀레니움 헥사플로라이드(SeF6)에 노출된 환자는 호흡곤란, 심혈관계 증상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 하며 교정해야 한다.
⇒ 셀레니움 헥사플로라이드(SeF6)는 호흡기의 자극을 일으키며 호흡 곤란, 폐부종
및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
⇒ 혈중으로 흡수된 셀레니움 헥사플로라이드(SeF6)에 의해 중추신경계 장애 또는 호
흡억제, 심장 부정맥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8. 기타 치료는 일반 화상환자에 준하여 실시한다.
⇒ 노출 된 피부를 적어도 20분 동안 씻어낸다.
⇒ 액화 가스와 접촉하면 동상이 생길 수 있다. 동상 손상의 경우 표준 치료법에 따
라 미지근한 (42° C) 물로 세척한다.
9. 중화되지 않은 불소이온이 남아있는 동안 화상에 의한 손상이 진행될 수 있다.
⇒ 칼슘 글루코네이트 겔 또는 10% Calcium gluconate(ATPNCA) 10~20ml을 NS
에 섞어(2.5% 농도) Wet Dressing을 실시하여 불소 이온을 제거하고 통증을 완화시
킬 수 있다.
⇒ 비교적 큰 표면적 : 체중비로 인해, 어린이는 피부에 영향을 미치는 독성 물질에
더 취약하다.
10. 심한 흡입 노출에 의한 호흡곤란 증상이 있는 경우 입원치료를 한다.
⇒ 입원환자는 호흡곤란, 상부기도 부종, 폐부종, 부정맥, 피부통증 등의 징후를 잘
관찰하여야 한다.
⇒ 심한 흡입 노출시 또한 지연성 폐부종 등에 의한 호흡곤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관찰해야 한다.
⇒ 기관 내 삽관이나 crocothyroidotomy 같은 치료가 필요로 할 수 있다.
11. 무증상 환자는 24시간 동안 관찰해야 한다.
⇒ 이 기간 동안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퇴원시킨다.
⇒ 환자에게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병원 치료를 받을 것을 교육한 후 퇴원시킨다.
(셀레니움 헥사플로라이드(SeF6) 환자정보 시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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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4시간 지연되어서 발현되는 증상이 있다면 필요에 따라 추가적 검사와 추적 흉
부방선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대부분의 화학물질 노출에 따른 지연 증상은 48시간
이내에 발현된다. 48시간 경과 이후에도 추가적인 발현 증상이 없다면, 이후부터는
대증적 치료를 시행한다.
13. 흡연은 폐 손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 노출 후 72시간 동안은 금연해야 한다.

[셀레니움 헥사플로라이드(SeF6) 노출 환자 발생시 시행 할 Laboratory test ]
CBC c Diff, Electrolyte Panel (5종 Na,K,Cl,P,Ca), RFT (BUN/Cr), UA, LFT,
Glucose, T.CHO, LDL, HDL, TG, Chest PA/Lat,

ECG, PFT, HRCT, Pulse

Oximetry, ABGA, CoHb, Cardiac Marker

※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 소변 중 불화물
(소변 튜브에 날짜, 채취시간, 이름(년번) 표기하여 40~60mL 소변 수집하여 -20℃에
서 냉동보관 한다) ==> 추후 건강영향조사시 수거하여 노출평가에 활용가능

[ 가스형태 호흡기 노출 환자의 치료 ]
1. 셀레니움 헥사플로라이드(SeF6) 가스를 대량으로 흡입한 경우 반복 흉부방사선 검
사, 맥박 산소 측정 또는 동맥혈 가스 검사, 폐기능 검사, 필요시 폐 CT 검사 등으로
모니터링 한다.
2.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환자는 마스크를 통해 산소를 공급해야 한다.
⇒ 기관지 연축을 보이는 환자는 분무형 기관지 확장제로 치료한다.
⇒ ventolin sol 2.5~5mg(0.5~1cc) + N/S => 3~4cc nebulizer q20min(2~3회 반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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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
되고, 사용전에 심근의 상태를 고려해야 한다.
(흡입 노출로 인해 흉통, 가슴 압박감, 기침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 지연성 기관
지염, 흡입성 폐렴, 폐부종, 호흡 부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6~12 시간동안 주기적
으로 검사하며 관찰해야 한다.)
※ 셀레니움 헥사플로라이드(SeF6)는 수분과 접촉하여 셀레니움 및 불산(불화수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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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쉽게 분해되므로 불산(불화수소)과 유사한 전해질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다.
※ 노출된 불소 음이온이 흡수되어 인체 내의 칼슘, 마그네슘, 칼륨 등과 결합하기 전
에 외부에서 칼슘 글루코네이트와 반응시켜 흡수와 반응성이 떨어지는 불용성 염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중화제의 작용기전이다.
※ 추가 정보는 불산(불화수소)에 대한 응급진료지침을 참조한다.
⇒ 가스형태 불산 호흡기 노출환자 치료
1. 10% Calcium gluconate(ATPNCA) 10~20ml을 NS에 섞어(2.5% 농도) 네브라이
져로 산소와 함께 호흡기로 투여한다.
[ 음독 형태 노출 환자의 치료 ]
1. 셀레니움 헥사플로라이드(SeF6)는 상온에서 가스형태이기 때문에 소화기로 노출
(음독)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 눈 노출 환자의 치료 ]
1. 제염 단계에서 눈 부위 노출 혹은 자극 증상이 있을 때, 최소 15분 이상 혹은 통
증이 완화될 때까지 물 또는 생리식염수로 씻어내야 한다.
(눈에 2차 손상을 줄 수 있는 콘택트렌즈 등은 제거한다. 만약 부식성 물질이 의
심 되거나 통증이나 손상이 명확하다면 환자를 중환 치료 구역으로 이송하는 동안에
도 계속 안구를 세척한다.
⇒ 셀레니움 헥사플로라이드(SeF6)는 수분과 접촉하여 셀레니움 및 불산(불화수소)으
로 쉽게 분해되므로 불산(불화수소)과 유사한 전해질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다. 추가
정보는 불산(불화수소)에 대한 응급진료지침을 참조한다.
2. 10% Calcium gluconate(ATPNCA) 10~20ml을 NS에 섞어 1% 농도로 희석하여
5분 이상 충분한 irrigation을 시행한다.
⇒ 중화되지 않은 불소 이온이 남아있는 동안 각막 손상이 진행될 수 있다.
⟹ 눈에 불산(불화수소)이 급성으로 노출되면 상당한 시력의 감퇴와 함께 지속적인
안압의 상승, 백내장, 녹내장이 발생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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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부 노출 환자의 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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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부 노출시 일반 화상 환자에 준하여 치료를 실시한다.
⇒ 노출 된 피부를 적어도 20분 동안 씻어낸다.
⇒ 액화 가스와 접촉하면 동상이 생길 수 있다. 동상 손상의 경우 표준 치료법에 따
라 미지근한 (42° C) 물로 세척한다.
⇒ 셀레니움 헥사플로라이드(SeF6)는 수분과 접촉하여 셀레니움 및 불산(불화수소)으
로 쉽게 분해되므로 불산(불화수소)과 유사한 전해질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다. 추가
정보는 불산(불화수소)에 대한 응급진료지침을 참조한다.
2. 중화되지 않은 불소이온이 남아있는 동안 화상에 의한 손상이 진행될 수 있다.
⇒ 칼슘 글루코네이트 겔 또는 10% Calcium gluconate(ATPNCA) 10~20ml을 NS
에 섞어(2.5% 농도) Wet Dressing을 실시하여 불소 이온을 제거하고 통증을 완화시
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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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급실 대응 리스트
1. 가능한 빨리 피부에 접촉된 셀레니움 헥사플로라이드(SeF6)를 제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셀레니움 헥사플로라이드(SeF6)는 증기 형태로 흡입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노출이
다.
가열하면 분해되어 유독 가스 (불소 및 셀레늄)가 생성 될 수 있다.
액화 가스의 증기는 초기에 공기보다 무거워 땅을 따라 퍼진다. 셀레니움 헥사플로
라이드(SeF6)는 폐로 흡수되고 피부, 호흡기 및 점막의 염증과 자극을 유발한다. 흡
입 후 폐부종이 발생할 수도 있고, 접촉에 의한 화상, 심각한 부상 또는 동상을 유발
할 수 있다.
(소아의 경우 손을 입안으로 넣는 행동이 흔하므로 구강안 검사를 반드시 한다.)
2. 셀레니움 헥사플로라이드(SeF6)에 오염된 환자의 옷이나 개인 소지품은 신속히 제
거하고, 차가운 흐르는 물로 노출된 피부와 체모 부위를 최소 5분 이상 충분히 세
척한다.
(샤워 기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어린이나 노인의 경우 차가운 물로 오염물질 제
거시 저체온증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히 담요나 워머를 사용한다.)
3. 눈 부위 노출 시, 생리 식염수로 적어도 15분 이상 통증이 완화될 때까지 충분히
씻어내야 한다.
⇒ 콘택트렌즈는 눈의 추가 손상 없이 쉽게 제거 가능할 경우 제거한다. 시력을 측
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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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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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셀레니움 헥사플로라이드(SeF6)는 해독제가 없다.
(소아는 기도의 직경이 성인에 비해 더 작기 때문에 부식성 물질에 더 취약할 수
있다.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기관 삽관을 통해 기도를 확보하고 호흡을 보조해야 한
다. 기관 삽관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수술적인 기도확보를 시행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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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혼수, 저혈압, 경련, 심실성 부정맥을 보이는 환자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치료해야 한
다.
⟹ 셀레니움 헥사플로라이드(SeF6)는 해독제가 없다.
⇒ 중증 환자에서는 우선 정맥로를 확보하고 심장리듬 모니터를 시행한다.
⇒ sympathomimetics 나 catecholamines은 심실세동 유발의 위험이 있어 사용하
지 않는다.
⇒ 잘 교정되지 않거나 지속되는 부정맥은 lidocaine 보다 Beta-blockers가 더 효과
적 일 수 있다.
6.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환자는 마스크를 통해 산소를 공급해야 한다.
⇒ 기관지 연축을 보이는 환자는 분무형 기관지 확장제로 치료한다.
⇒

sympathomimetic

agents

such

as

epinephrine

and

isoproterenol나

catecholamines은 치명적 부정맥을 유발 할 수 있어 피한다.
⇒ 분무형 기관지 확장제로 임상적 보고는 다소 부족하지만 beta-2 agonists 가 추
천되고, 사용전에 심근의 상태를 고려해야 한다.
(흡입 노출로 인해 흉통, 가슴 압박감, 기침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 지연성 기관
지염, 흡입성 폐렴, 폐부종, 호흡 부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6~12 시간동안 주기적
으로 검사하며 관찰해야 한다.)
7. 노출된 모든 환자에서 CBC, glucose, 혈청 전해질, 신장 기능, 간 기능 검사 등을
포함한 혈액 검사와 심전도 모니터링을 시행한다.
⇒ 호흡기계에 노출된 환자는 흉부방사선 검사와 맥박 산소 포화도 측정을 한다.
※ 셀레니움 헥사플로라이드(SeF6)는 수분과 접촉하여 셀레니움 및 불산(불화수소)으
로 쉽게 분해되므로 불산(불화수소)과 유사한 전해질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다.
※ 불산(불화수소)에 노출된 환자에 준하여 혈청 칼슘, 칼륨, 마그네슘 농도를 모니터
링 해야 한다.
(혈중으로 흡수된 불소 이온이 혈중 칼슘과 결합하여 저칼슘혈증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QT 간격 연장과 심장 리듬의 이상 등이 발생 할 수 있다)
※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 소변 중 불화물
(소변 튜브에 날짜, 채취시간, 이름(년번) 표기하여 40~60mL 소변 수집하여 -20℃에
서 냉동보관 한다) ==> 추후 건강영향조사시 수거하여 노출평가에 활용가능
8. 셀레니움 헥사플로라이드(SeF6)에 노출된 환자는 CBC, 포도당, 혈청 칼륨, 칼슘
농도의 혈청 전해질을 주의깊게 모니터링 하며 저칼륨혈증 또는 저칼슘혈증을 교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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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레니움 헥사플로라이드(SeF6)에 대한 해독제는 없다.
⇒ 혈중으로 흡수된 불소이온에 의해 저칼륨혈증 또는 저칼슘혈증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심실세동 및 부정맥 등이 발생할 수 있다.
⇒ 심장 부정맥 증상이 12~24시간 지연되어 발생할 수 있다.

〈 응급실 진료 후 배치 및 외래 추적 검사 〉

환자의 입원, 퇴원 결정은 노출력, 문진,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연 반응
1. 셀레니움 헥사플로라이드(SeF6)에 노출이 의심된 모든 환자는 호흡기 증상이 없거
나 경미하더라도 최소 24시간 동안 환자를 관찰한다.
(저농도 셀레니움 헥사플로라이드(SeF6)의 호흡기 노출시 24시간 가량 지연되어 폐
부종 또는 상부기도 부종 등이 발생할 수 있다)
환자 퇴원
1. 24시간 이상 증상 발현 여부 관찰 후, 증상이 없으면 연락처를 남기고 증상 발현
시를 대비한 안내 지침서를 받고 퇴원할 수 있다.
외래 추적 검사
1. 노출이 의심되어 진료를 받은 모든 환자들은 반드시 24시간 후 다시 진료하도록
하고, 자각증상에 관해 문진 및 혈액, 소변검사, 흉부방사선 추적검사 등을 시행한
다.
2. 셀레니움 헥사플로라이드(SeF6) 노출 후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증상을 경험한 후,
치료받았던 환자들 가운데 증상이 재발하거나 계속 진행될 경우, 즉시 치료를 받
아야 한다.
3. 24시간 지연되어서 발현되는 증상이 있다면 필요에 따라 추가적 검사와 추적 흉부
방선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대부분의 화학물질 노출에 따른 지연 증상은 48시간
이내에 발현된다. 48시간 경과 이후에도 추가적인 발현 증상이 없다면, 이후부터는
대증적 치료를 시행한다.
4. 흡연은 폐 손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 셀레니움 헥사플로라이드(SeF6) 노출 후 72
시간 동안은 금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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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1. 작업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 시 보고할 파일을 만들어 관할 보건소에 연락하여야
한다.
(응급실에 내원하지 않았을 지라도 다른 환자가 현장에 있을 수 있으며 사고가 작업
장에서 발생 했다며 추후 회사 관계자와 토의함으로써 추후 발생 가능한 사고를 예방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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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물질 정보시트
※ 이 유인물은 셀레니움 헥사플로라이드(SeF6)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 및
후속조치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셀레니움 헥사플로라이드란 무엇입니까?
셀레니움 헥사플로라이드는 부식성이 있고 무색의 가스입니다. 높은 가연성은 아니지
만 가열하면 고온에서 분해되어 유독 가스 (불소 및 셀레늄)가 생성될 수 있습니다.
액화 가스의 증기는 공기보다 무거워 땅을 따라 퍼집니다. 셀레니움 헥사플로라이드
(SeF6)의 냄새는 위험한 농도에 대한 적절한 경고를 제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기
체 전기 절연체로 사용됩니다.
2. 셀레니움 헥사플로라이드 노출에 의해 즉시 발생될 수 있는 건강상의 영향은 무엇
입니까?
공기 중 hexafluoride가 낮은 농도 수준이면 눈, 코, 인후 및 폐를 자극하여 기침,
흉부 압박감 및 호흡 곤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높은 농도 수준이면 폐부종으로 사
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액화된 가스가 피부와 접촉하면 심한 화상이나 동상을 일
으킬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노출이 심각할수록 증상은 더욱 심해집니다.
3. 셀레니움 헥사플로라이드 노출에 의한 증상은 치료될 수 있습니까?
셀레니움 헥사플로라이드 중독에 대한 해독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증상은 치료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노출된 사람들이 잘 회복됩니다. 심각하게 노출된 사람들은 입원해
야 할 수도 있습니다.
4. 향후 건강상의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셀레니움 헥사플로라이드에 소량 노출되어 빠른 시간 내에 회복되는 경우에는 지연성
또는 장기적인 건강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드문 경우지만, 셀레니움 헥사플로라이드에 소량 노출된 특정 사람들에서 피
부 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 알레르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에게 셀레
니움 헥사플로라이드에 노출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셀레니움 헥사플로라이드에 노출된 사람에게 어떤 검사를 할 수 있습니까?
혈액 및 소변에서 셀레니움 헥사플로라이드 분해 생성물을 확인하는 특정 검사는 일
반적으로 의사에게 유용하지 않습니다. 고농도의 노출이 발생하면 폐기능 검사와 흉
부 엑스선 검사를 시행하여 폐손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모든 경우에 임상적
검사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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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셀레니움 헥사플로라이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인터넷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하거나 유해가스노출
환경보건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51 -

5) 환자 후속지침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고, 다음 진료예약 확인 및 표기된 지침을 따르십시오.
24시간 이내에 특이증상 또는 징후가 발현되는 경우 응급실 또는 예약의사에게 전화
문의바랍니다.
※ 특히 아래의 증상인 경우 :
▶ 기침, 천명음 또는 호흡곤란, 가쁜 호흡, 흉통
▶ 눈에서의 통증이나 분비물 증가
▶ 피부 화상부위에 발적이 증가하거나 지속되는 통증 또는 고름과 같은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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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 의사에게 전화문의 시 ( )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 ) 일 재진 예약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십시오.
[ ] 추후 추적검사 및 진료를 위한 진료예약
( ) 응급실 / 클리닉, ( )월/( )일, AM/PM ( )
[ ] 1~2일은 격렬한 신체 활동을 하지마세요.
[ ] 운전 및 기계 작동을 포함한 일상적인 활동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 ( ) 일 동안은 업무에 복귀하지 마십시오.
[ ] 당신은 조건부로 업무에 복귀 가능합니다. 아래의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 ] 적어도 72시간 이상 담배연기에 노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담배연기가 폐의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음.
[ ] 적어도 24시간 이상 술을 마셔서는 안 됩니다; 술이 위장 및 다른 손상 부위를
악화시키거나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음.
[ ] 다음과 같은 약물은 복용하지 마십시오 :
[ ] 기존에 처방받은 다음의 약물들은 계속해서 복용 가능합니다. :
인터넷 웹 사이트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안전관리정보시스템”에서 화학 물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환자 서명 :

날짜 :

의사 서명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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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차아염소산 칼슘/나트륨
1)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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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질 정보시트
1. Calcium / Sodium Hypochlorite 분자식: CaCl2O2 / NaOCl
2. CAS Number: 7778-54-3 / 7681-52-9
UN Number; 1748 / 1791
3. 동의어: calcium hypochlorite - Losantin, hypochlorous acid, calcium salt,
BK powder, Hy-Chlor, chlorinated lime, lime chloride, chloride of lime,
calcium oxychloride, HTH, mildew remover X-14, perchloron, and pittchlor.
sodium hypochlorite - Clorox, bleach, liquid bleach, sodium oxychloride,
Javex, antiformin, showchlon, chlorox, B-K, Carrel-dakin solution, Chloros,
Dakin’s solution, hychlorite, Javelle water, Mera Industries 2MOM3B, Milton,
modified dakin’s solution, Piochlor, and 13% active chlorine
4. 특성: 차아염소산 칼슘은 백색 분말, 알약 등의 형태로 존재한다. 물과 열에 쉽게
분해된다. 강한 염소 냄새가 나지만, 냄새가 심하다고 하여 농도가 심한 것은 아니다.
가연성 물질은 아니나 가연성 물질의 산화제로 작용할 수 있으며, 암모니아, 아민, 유
기 황화물과 폭발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산, 암모니아, 아민, 유기 황화물
과 분리시켜서 보관해야만 한다. 또한 50°C 이하의 온도의 건조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차아염소산 나트륨은 일반적으로 차아염소산 나트륨 5~15%와 유리 알칼리(보통
NaOH) 0.25~0.35%, 그리고 0.5~1.5%의 NaCl을 함유된 수용액으로 판매된다. 40%
농도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고체는 사용되지 않는다. 차아염소산 나트륨 용액은 맑고
녹황색 액체이며 염소 냄새가 난다. 냄새와 위험도는 비례하지 않는다. 산이나 암모니
아와 결합할 경우에 위험할 수 있는 양의 염소나 클로라민이 발생될 수 있다. 무수
차아염소산염은 매우 폭발적인 성질이 있다. 그러므로 태양 빛으로서 멀리 떨어진 잘
밀폐된 병에서 보관하고, 20°C 이하의 온도를 유지해야 한다.
5. 노출 경로
(1) 흡입: 차아염소산염 용액은 염소와 같은 독성 가스를 방출할 수 있다. 염소의 냄
새나 자극적인 특성은 일반적으로 위험한 농도에 대한 적절한 경고를 나타낸다. 하지
만 산업장에서 지속적으로 낮은 레벨의 노출은 후각의 피곤과 내성을 유발시킨다. 염
소는 공기보다 무거우며 통풍이 잘 되지 않는 곳, 밀폐된 곳 또는 저지대에서 질식을
일으킬 수 있다. 소아의 경우 성인과 동일한 수준의 기체에 노출되어도 폐표면적:체중
의 비율이 크기 때문에 더 많은 용량을 흡수하게 된다. 또한 기도의 직경이 성인보다
더 작기 때문에 부식에 더 취약하다. 그리고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동일한 위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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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키가 더 작은 소아에게 더 노출되기 쉽다.
(2) 피부/눈 접촉: 차아염소산염 용액, 분말 또는 농축된 수증기에 직접 접촉하면 심
각한 화상이 유발될 수 있으며, 세포 사멸 및 궤양이 발생할 수 있다. 소아는 체표면:
체중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더 흡수가 잘 된다.
(3) 음독: 차아염소산 용액을 마시게 되면, 구토를 유발하고, 위장관에 부식성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가정용 표백제 (3~6% 차아염소산 나트륨)은 일반적으로 식도 자극을
일으키지만 천공와 같은 심한 손상을 일으키는 경우는 드물다. 상업용 표백제는 가정
용보다 좀 더 높은 농도이기 때문에 더 심각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대사성 산증
은 드물지만 가정용 표백제를 먹은 후 대사성 산증이 발생했다는 보고는 있다. 섭취
시 흡인에 의한 폐 합병증도 나타날 수 있다.
6. 발생 근원/용도
차아염소산 칼슘과 나트륨은 수산화나트륨 또는 석회의 염소화에 의해서 제조된다.
주로 산화 및 표백제 또는 소독제로 사용된다. 그리고 상업용 표백제, 세척 용액으로
쓰이며, 음용수, 폐수, 수영장 물의 정화에 쓰인다.
7. 표준치와 설명지침
(1) AIHA WEEL: STEL (15-min) = 2 mg/m3
8. 물리적 특성

Description
Warning properties
Molecular weight
Boiling point
(760 mm Hg)
Freezing point
Specific gravity

Calcium Hypochlorite
White powder, pellets or flat
plates
Chlorine odor; inadequate
warning of hazadous
concentrations
142.98 daltons
Decomposes at 100 °C
(HSDB 2001)
Not applicable
2.35 (water = 1)

Water solubility 21.4% at 25 °C
Flammability Not flammable

Sodium Hypochlorite
Clear greenish yellow liquid
Chlorwarning of hazadous
concentrationsine odor;
inadequate
74.44 daltons
Decomposes above 40 °C
(HSDB 2001)
6 °C
1.21 (14% NAOCl solution)
(water = 1 )
29.3g/100 g at 0 ℃
Not flammable

9. 불화합성 물질
차아염소산 캄슘이나 나트륨은 폭발할 수 있으며, 아민, 숯, 유기 황화물과 같은 물질
과 함께 폭발성 화합물을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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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급실 치료 매뉴얼
응급실 관리
의료진이 차아염소산 용액으로부터 발생된 가스에 의해서만 노출된 환자에게서 2차적
으로 오염될 가능성은 적다. 하지만 산업용 세제와 같은 용액은 부식성이 있고 해로
운 가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염된 의복을 벗고 피부를 씻어야 한다.
발생 증상
흡인할 경우 구강 및 목 통증, 삼킴장애, 침흘림, 구토, 천명이 발생할 수 있다. 피부
에는 화상, 염증 및 수포형성을 일으킨다. 가스에 급성으로 노출된 경우 기침, 눈과
코 점막에 자극이 있을 수 있고, 가슴에 타는 듯한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 기도 협
착 및 비심장성 폐부종도 발생할 수 있다.
의식 저하, 저혈압, 발작 및 부정맥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존의 일반적 치료법대로 치
료한다. 대사성 산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중탄산나트륨을 사용할 수 있다.
흡인 노출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로 산소를 투여해 준다. albuterol과 같은 기관지 확
장제를

사용한다.

천명(stridor)이

발생한

소아에서는

racemic

epinephrine

neubulizer를 고려한다.
피부 노출
농축된 차아염소산 용액이 피부에 노출되었다면, 피부자극이나 화학화상이 일어날 수
있다. 치료 방법은 열화상과 동일하다. 또한 과민반응을 보인다면 스테로이드나 항히
스타민제를 사용할 수 있다. 소아는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체표면적 : 체중 비율이
더 높으므로 피부의 독성 물질 노출에 더 취약하다.
안구 노출
눈에 노출된 경우 최소 20분 이상 세척한다. 세척이 끝나고 2시간 동안은 30분마다
결막의 pH를 체크한다. 만약 pH가 중성이 아니라면 pH가 정상화 될 때까지 지속적
으로 세척한다. 환자의 시력을 측정하고, 각막의 손상을 평가하고 치료한다. 각막 손
상이 있는 환자는 즉시 안과 협진을 본다.
섭취 노출
음독 환자에서 억지로 구토를 유발해서는 안되고 챠콜을 사용하지 않는다. 식도 및
위장관의 직접적인 손상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내시경을 고려한다. 소아와 같이 병
력 청취가 애매한 경우에는 36~48시간 이내에 조기 내시경 검사를 받는다. 내시경의
금기는 불안정(unstable)한 환자, 천공이 의심되는 경우, 상기도 협착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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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취 후 48시간 이상 경과된 경우이다. 위장관 세척은 시행하지 않는다.
전문치료
호흡기가 손상된 경우 ALS(Advanced Life Support) 프로토콜에 따라 기도를 확보
하고 호흡을 유지한다.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하는 환자에게 심장질환의 과거력을 확
인하고 적당한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한다. 또한 나이가 많은 환자에게 심장 감작제를
사용하면 부정맥이 발생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호흡곤란이 있
는 어린이들은 라세믹 에피네프린(racemic epinephrine) 에어로졸을 고려한다.
2.25% 라세믹 에피네프린 용액 0.25~0.75mL 를 필요에 따라 매 20분마다 반복하면
서 환자의 상태를 관찰한다. 혼수상태, 저혈압 또는 발작 또는 심장 부정맥이 있는
환자는 ALS (Advanced Life Support) 프로토콜에 따라 치료한다. 쇼크나 저혈압의
징후가 관찰되면 체액 관리를 시작한다. 수축기 혈압이 80mmHg 미만인 성인에게
1,000mL/hour 정맥 내 식염수 또는 젖산 링거 용액을 볼루스 (bolus) 관류로 투여
하는 것이 적절하다. 어린이의 경우 정상적인 식염수 20mL/kg을 10~20분간 투여 한
다음 재관류를 평가하고 임상적으로 적절한 관리를 시행한다.
해독제
특별한 해독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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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응급실 대응 리스트
< 제염 단계 >
1. 차아염소산염과 접촉한 것으로 의심되는 모든 환자에서 피부 및 눈에 증상을 나타
낼 경우에는 오염제거가 필요하고,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중환자 치료지역으로 이
송한다. 차아염소산염은 자극제이기 때문에 환자를 치료하기 전에 라텍스 장갑 및
앞치마를 착용한다. 소아는 몸무게에 비해서 표면적이 크기 때문에 피부를 통해서
더 흡수되기 쉽다. 소아들은 손을 입으로 자주 가져가므로 의료진은 소아의 입을
꼭 확인하여야 한다. (소아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의료진의 보호 장구가 공포심
을 유발할 수 있어 추후 치료 과정에서 순응도가 떨어질 수 있다)
2. 환자의 기도, 호흡, 순환을 확인하고 보조한다. 소아는 상대적으로 기도의 직경이
작아 부식성 물질에 더 취약하다. 호흡 장애가 발생한 경우 기도를 확보하고 기관
삽관을 시행한다. 불가능하다면, 외과적 기도를 확보해야 한다.
3. 환자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면 자신의 제염을 돕도록 한다. 환자가 제염되었다
면, 응급실 의료진이 특정 방호복 또는 보호장구를 착용할 필요는 없다.
4 오염된 옷을 빠르게 제거하면서 환자의 노출된 피부 및 모발을 물로 씻어낸다(가능
하다면 샤워기로). 오염된 옷과 소지품은 따로 나누어 담는다. 피부를 비누로 닦고
물로 깨끗이 씻어낸다. 소아 또는 노인에서는 제염 과정에서 저체온증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담요와 보온기를 적절히 사용한다.
5. 노출되거나 자극된 눈을 충분한 양의 담수 또는 식염수로 20분 이상 세척한다. 콘
택트렌즈를 착용하고 있는 경우 눈에 추가적 손상 없이 쉽게 제거 가능하다면 렌
즈를 제거한다. 눈에 부식성 물질이 있거나 통증 또는 상처가 저명한 경우, 중증
치료 구역으로 이송하는 동안 눈 세척을 지속한다.
6. 음독한 경우, 억지로 구토를 유발하지 않고 활성탄을 사용하지 않는다. 희석제는
쇼크, 상부기도 폐쇄 및 천공이 있을 경우에 금기이다.

〈 중환 구역 치료 단계 〉
1. 환자의 제염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며, 제염 단계에서 기술한 것과 같이
환자의 ABC(Airway, Breathing, Circulation)를 확인하고 보조한다. 중환에게는
정맥 주사로를 확보하며, 심전도를 지속적으로 관찰한다. 혼수상태, 저혈압, 경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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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부정맥 환자는 기존의 ALS 방식대로 치료한다. 대사성 산증이 발생한 경우
에는 중탄산나트륨을 사용할 수 있다.
2. 기관지 연축이 있는 환자에게 연무화된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한다. 다수의 화학물
질에 노출된 경우 기관지 증감제를 사용하는 것은 부차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기관지 확장제의 종류를 선택하기 전에 심근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야 한다. 심장
증감제는 적절히 사용할 수 있으나, 특정 화학 물질에 노출된 경우 부정맥의 위험
을 증가시킬 수 있다(특히 노인에서).
천명(stridor)이

발생한

소아에게는

2.25%

라세미

에피네프린(racemic

epinephrine) 0.25~0.75ml를 분무로 사용한다. 심근 상태를 관찰하며 필요 시 매
20분마다 사용할 수 있다.
3. 피부에 노출되었다면, 피부자극이나 화학화상이 일어날 수 있다. 치료 방법은 열화
상과 동일하다. 또한 과민반응을 보인다면 스테로이드나 항히스타민제를 사용할
수 있다. 소아는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체표면적 : 체중 비율이 더 높으므로 피
부의 독성 물질 노출에 더 취약하다.
4. 눈에 노출된 경우 최소 20분 이상 세척한다. 30분 마다 결막에서 pH를 측정하여
정상화 될 때까지 세척을 지속한다. 환자의 시력을 측정하고, 각막의 손상을 평가
하고 치료한다. 각막 손상이 있는 환자는 즉시 안과 협진을 본다.
5. 차아염소산염 음독 환자에서 억지로 구토를 유발해서는 안된다. 또한 활성탄을 사
용해서는 안된다. 위장관 손상의 범위를 평가하기 위해 내시경을 고려한다. 소아와
같이 병력 청취가 애매한 경우에는 36~48시간 이내에 조기 내시경 검사를 받는다.
내시경의 금기는 불안정(unstable)한 환자, 천공이 의심되는 경우, 상기도 협착이
있는 경우, 섭취 후 48시간 이상 경과된 경우이다. 위장관 세척은 도움이 되지 않
는다.
6. 해독제는 없기 때문에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다.
7. 급성 차아염소산염 중독에 대한 진단은 임상적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환자의 모니
터링과 합병증을 확인하기 위하여 혈액 검사를 시행한다. 노출된 환자에게
CBC(Complete blood cell count), 혈당(glucose), 전해질(electrolyte) 검사를 시
행한다.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흉부 방사선 사진, 동맥혈 산소 가스 분석
(ABGA)을 시행한다. 과염소성 대사성 산증(hyperchloremic metabolic acidosis)
이 유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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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실 진료 후 배치 및 외래 추적 검사 〉
1. 노출량이 많다고 생각되거나 눈 화상 및 심각한 피부화상은 입원을 고려한다. 천
공이 발생한 경우에는 응급수술을 준비해야 한다.
2. 다량 섭취했거나 신뢰할 수 없는 소아와 같이 신뢰할 수 없는 병력청취일 경우,
삼킴시 통증, 호흡곤란, 심한 기침, 흉부 불편감이 있을 경우에는 증상이 소실될
때까지 입원해야 한다.
3. 무증상 환자 및 코, 목, 눈 또는 호흡기에 경미한 자극이 있는 환자는 귀가해도 된
다. 대부분 이러한 환자들은 한 시간 이내에 증상이 소실된다. 하지만 귀가 후 증
상이 발생하면 재내원하도록 설명해야 한다.
4. 모든 입원했던 환자는 외래 추적관찰이 필요하다. 염소유발성 기도 장애 증후군
(Chlorine-induced reactive airways dysfunction syndrom, RADS)는 2년에서
12년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5. 피부 및 각막 손상이 있는 환자는 24시간 이내에 재검을 받아야 한다.

〈 보고 〉
1. 산업 관련 사고가 발생하였을 시 법적으로 보건소에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다른 사람들도 사고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작업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예방을 위해 회사 직원과 상의한다. 공중 보건 위험이 있다면
보건소 또는 관련 기관에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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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출환자 정보시트
※ 이 유인물은 차아염소산염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 및 후속조치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차아염소산염이란 무엇입니까?
차아염소산 칼슘은 일반적으로 흰색 분말, 알약, 또는 평판의 형태로 제공되는 반면,
차아염소산 나트륨은 녹황색 수용액입니다. 차아염소산염은 소독제 및 세척제로 널리
사용되며, 수영장이나 마시는 물을 소독하는데 사용됩니다. 차아염소산 칼슘은 물에
용해되어 염소를 발생시키고, 차아염소산 나트륨은 다른 세정용액과 섞이면 염소가스
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2. 차아염소산염에 노출되었을 때 즉각적으로 인체에 나타나는 증상은 무엇입니까?
차아염소산염 분말, 용액, 증기는 자극적이며 부식성이 있습니다. 차아염소산염을 삼
키거나 피부 혹은 눈에 접하면 노출 된 모든 조직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
아염소산염에 의해서 발생한 가스에 노출되면 눈, 코 및 목에 화상을 입을 수 있고
기침이 발생하고 기도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노출된 양이 많을수
록 더 심한 증상을 나타냅니다.
3. 차아염소산염 중독은 치료가 가능합니까?
차아염소산염에 대한 해독제는 없지만, 대부분 자연적으로 호전됩니다. 하지만 노출된
양이 많거나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입원을 해야 합니다.
4. 향후 건강에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한번 노출되어 빠르게 호전된 경우에는 지연성 및 장기적인 영향을 나타내지 않습니
다. 하지만 많은 양에 노출됐을 경우에는 수 시간 동안 증상이 계속 악화될 수 있습
니다.
5. 차아염소산염에 노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의학 검사가 있습니까?
혈액이나 소변에서 차아염소산염의 존재를 알아내는 검사는 없습니다. 심한 노출이
발생한 경우에 혈액 및 소변검사 등을 통하여 폐, 심장, 뇌 손상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검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6. 차아염소산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가?
차아염소산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인터넷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 안전관리정보
시스템에서 조회하거나 유해가스노출 환경보건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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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환자 후속지침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고, 다음 진료예약 확인 및 표기된 지침을 따르십시오.
24시간 이내에 특이증상 또는 징후가 발생하는 경우 응급실 또는 예약의사에게 전화
문의 바랍니다.
※ 특히 아래의 증상인 경우 :
▶ 삼키기 힘듦, 복통
▶ 기침, 쌕쌕거리는 숨소리 또는 쉰 목소리, 흉통
▶ 눈의 통증, 시야 이상
▶ 피부 수포, 고름같은 분비물, 화상
[ ] 위에 기술된 증상이 발현되지 않는다면 추후 진료예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 필요시 전화문의 약속, 예약 의사 :
☞ 의사에게 전화문의 시 (

전화번호 :

)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

) 일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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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급실 / 클리닉, (

)월/(

)일, AM/P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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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 동안은 업무에 복귀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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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어도 72시간 이상 담배연기에 노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담배연기가 폐의 상태
를 악화시킬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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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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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의사 서명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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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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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급실 치료 매뉴얼
<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중독 환자의 치료 및 배치 원칙 >
1. 테트라클로로에틸린 증기를 흡입 시 빠르게 흡수되어 호흡기를 자극할 수 있다.
액체에 노출될 경우 피부로 천천히 흡수되며, 피부와 눈을 자극할 수 있다. 모든
종류의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증기 노출 시 대응 의료진들은 호흡기 보호를 위해 양
압의

자가

호흡

장치(호흡용

마스크(self-contained

breathing

apparatus;

SCBA) : self-contained breathing apparatus)를 착용하여야 한다.
대응 의료진들이 구조 작업 중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액체에 피부 접촉이 있을 것으
로 예상될 경우, 피부 보호를 위해 화학 보호복을 착용할 것을 권장한다.
(소아는 치료 중 부모와 분리될 경우 안정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도움을 고려한
다.)
2.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증기에만 노출된 환자는 구조자에게 2차 감염을 전파할 위험
이 거의 없다. 그러나 환자의 옷이나 피부가 액체 테트라클로로에틸렌에 오염된
경우 직접 접촉이나 증기화를 통해 구조자를 오염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3. 환자의 A, B, C에 대한 평가와 조치를 시행한다.
외상이 의심된다면 수기로 경추 고정을 시행하고, 목 보호대와 백보드를 적용하며,
심한 출혈이 있는 부위에는 직접 압박법을 시행한다.
4. 노출된 피부와 머리카락을 비누와 물로 씻은 다음(샤워기 사용을 추천) 물로 꼼꼼
하게 헹군다(소아와 노인은 제염 중 저체온증 위험이 있으므로 담요나 보온기를
적절히 사용한다).
5. 눈 부위 노출 시, 최소 15분 이상 물 또는 식염수로 세척한다. 추가적 손상 없이
제거 가능한 경우 콘택트렌즈를 제거하며, 각막 손상이 관찰되거나 통증 지속 시
안구 세척을 지속한다.
(안통 및 안검 경련 발생 시 증상완화를 위해 안과용 마취제 (0.5% tetracaine 또
는 proparacaine) 등을 사용할 수 있다.)
6. 기관지 연축이 관찰되는 환자들에게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한다. 그러나 다양한 화
학물질에 노출된 경우 기관지 자극 제제를 사용하는 것은 위험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심장을 자극하는 제제는 부정맥을 유발할 위험이 있으므로, 기관지 확장제를
선택하기 전 심근의 건강 상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에피네프린이나 베타
아드레날린 작용제를 사용할 때는 환자의 상태가 명확히 사용 가능할 때만 주의를
기울여 사용하여야 한다. 사용 도중 심전도 관찰을 주의 깊게 하여야 하며, 필요한

- 65 -

소생 약물은 즉시 사용 가능한 상태로 준비하여야 한다.
7.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음독 환자들은 억지로 구토시키지 않는다. 만약 환자의 의식
이 명료하고 증상이 없으며 구역 반사가 있다면, 활성탄 1g/kg를 투여한다 (성인
60~90g, 소아 25~50g).
(소아에게 투여할 때는 음료수 캔에 담아 빨대로 먹게 하는 것이 편하다)
8. 천명음을 나타내는 소아들에게 2.25% 라세믹 에피네프린 분무제를 20분 간격으로
증상이 호전될 때 까지 0.25~0.75ml씩 사용할 수 있다. 단, 심근의 상태 변화에
유의하여야 한다.
9. 중환자들은 정맥 주사로를 확보하고, 심전도를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호흡 장애가
발생한 경우 기관 삽관 또는 외과적 기도를 확보한다.
혼수상태, 저혈압, 경련, 부정맥 등의 증상은 기존의 방식대로 치료하며, 카테콜라
민 제제를 사용할 때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0.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노출 시 해독제는 알려져 있지 않으며, 보존적 치료를 시행
한다. 호흡기 노출 시 빠른 제거를 위해 과환기를 유발할 수 있으나, 효과가 명확
히 증명된 치료는 아니다.
11.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음독 환자를 후송할 때는 구토한 유독 물질을 보관하기 위해
충분한 양의 수건과 이중 포장 플라스틱 가방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12. 심각한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노출을 겪었거나 운동 실조증, 혼미,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 그리고 음독 환자는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 추가적 검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13.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노출 후 경미하고 일시적인 증상만 호소하는 환자는 이름,
주소, 연락처를 기록한 뒤 현장에서 귀가할 수 있다. 귀가 후에는 휴식을 취하고,
증상이 발생한다면 즉각 의료기관에 방문하여야 한다.
<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중독 시 시행 할 검사들 >
모든 심각한 노출 환자에서 CBC, blood glucose, electrolyte, liver function test,
renal

function

test를

검사한다.

심각한

흡입

환자는

chest

x-ray,

pulse

oximetry, ABGA를 시행한다. 음독 환자는 abdominal x-ray를 시행하면 음독의 정
도와 제염 여부에 대해 평가하는 데 유용하다. 급성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노출이 간과
콩팥을 지연성으로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1~3일간은 추적 검사가 필요하다. 혈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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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호기 테트라클로로에틸렌 검사는 임상적으로 유용하지는 않으나, 노출의 유무를
판단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혈중 또는 요중 트라이클로로아세트산이 발견될 경우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노출을 의심할 수 있으나, 이 검사는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노출에
서만 검출되는 것은 아니다.
< 피부 노출 치료 >
1. 테트라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된 피부와 머리카락을 비누와 물로 씻은 다음(샤워기
사용을 추천) 물로 꼼꼼하게 헹군다(소아와 노인은 제염 중 저체온증 위험이 있으
므로 담요나 보온기를 적절히 사용한다).
2.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액체에 장시간 노출된 환자는 화학 화상을 입을 수 있으며,
열화상에 준해 치료한다.

< 안구 노출 치료 >
1. 제염 단계에서 눈 부위 노출 확인 시, 적어도 15분 동안 생리 식염수로 씻어내야
한다.
(눈에 추가적 손상을 주지 않고 쉽게 제거할 수 있다면 콘택트렌즈 등은 제거한다)
(각막 손상이 있거나 통증 지속 시 중환자 치료 구역으로 이송하는 동안 계속 세
척한다)
2. 중환 치료 구역으로 옮긴 후에는 제염 여부 확인 후 시력(Visual acuity)을 테스트
한다. 각막 손상이 있는 경우는 즉각 안과 협진을 시행한다.
< 증기 노출 치료 >
1.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마스크로 산소를 투여한다. 기관지 연축을 나타내는 환자는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한다. 카테콜라민 제제를 사용할 때는 사용 기준에 해당하며,
다른 약제가 사용 불가능할 때만 사용한다. 투여 시에는 유효용량 중 최소 용량을
투여하고, 부정맥 발생 여부를 감시하며 발생 시 치료할 준비를 해야 한다. 기관지
확장제를 선택하기 전 환자의 심근 상태를 고려하여야 한다.
2. 기관지 연축을 나타내는 환자에게는 알부테롤 등 연무화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한
다. 천명음을 나타내는 소아들에게 2.25% 라세믹 에피네프린 분무제를 20분 간격
으로 증상이 호전될 때 까지 0.25~0.75ml씩 사용할 수 있다.
3. 호흡곤란 지속 환자는 기관 삽관 또는 외과적 기도를 만들어 기도를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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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독 노출 치료 >
1. 음독 환자들은 억지로 구토시키지 않는다. 만약 환자의 의식이 명료하고 증상이 없
으며 구역 반사가 있고 이전에 투여하지 않았다면, 활성탄 1g/kg를 투여한다(성인
60~90g, 소아 25~50g).
(소아에게 투여할 때는 음료수 캔에 담아 빨대로 먹게 하는 것이 편하다)
2. 환자의 위장관 손상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내시경을 고려한다. 심한 목구멍 부종이 있
는 환자는 기관 삽관이나 윤상갑상연골절개술이 필요할 수 있다.
3. 다음의 경우 작은 비위관으로 위세척을 고려한다; 1) 다량 음독한 경우 2) 30분
내 환자의 상태가 평가되었던 경우 3) 구강 내 손상이 있거나 지속적 식도 불편감
을 호소하는 경우 4) 음독 1시간 내 위세척을 할 수 있는 경우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비위관 거치는 화학적으로 손상받은 식도, 위에
추가적인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4. 소아는 많은 양의 부식성 물질을 삼키기 어렵고, 비위관 삽입 시 천공 위험이 높
으므로 내시경 인도 하 삽입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세척을 권장하지 않는다.
5. 위세척 시 환자의 구토물은 밀폐 용기에 격리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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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급실 대응 리스트
< 제염 단계 >
1. 환자가 병원 내원 전 단계에서 단순히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증기에 노출되었고 제
염 치료를 받았으며 피부나 눈의 자극 증상이 없다면 중환자 치료 구역으로 즉시
이송한다. 이외 모든 환자들은 제염 단계를 거쳐야 한다.
(소아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의료진의 보호 장구가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어 추
후 치료 과정에서 순응도가 떨어질 수 있다)
2. 체표면적 대 체중의 비율이 소아에게서 더 높으므로, 소아는 피부 노출의 위험도
가 성인보다 더 높다. 또한, 소아는 손을 입으로 자주 가져가므로 구조자들은 소아
의 입 안을 검사하여야 한다.
3. 환자의 기도, 호흡, 순환을 확인하고 보조한다. 소아는 상대적으로 기도의 직경이
더 작으므로 부식성 제제 노출에 더 취약하다. 심혈관계 허탈이 의심된다면 산소
를 투여하며, 호흡 곤란이 있는 환자는 기관 삽관을 통해 기도를 확보하고 호흡을
보조한다. 필요 시 윤상갑상연골절개술을 고려한다.
4. 기관지 연축이 관찰되는 환자들에게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한다. 그러나 다양한 화
학물질에 노출된 경우 기관지 자극 제제를 사용하는 것은 위험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심장을 자극하는 제제는 부정맥을 유발할 위험이 있으므로, 기관지 확장제를
선택하기 전 심근의 건강 상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에피네프린이나 베타
아드레날린 작용제를 사용할 때는 환자의 상태가 명확히 사용 가능할 때만 주의를
기울여 사용하여야 한다. 사용 도중 심전도 관찰을 주의 깊게 하여야 하며, 필요한
소생 약물은 즉시 사용 가능한 상태로 준비하여야 한다.
5. 천명음을 나타내는 소아들에게 2.25% 라세믹 에피네프린 분무제를 20분 간격으로
증상이 호전될 때 까지 0.25~0.75ml 씩 사용할 수 있다. 단, 심근의 상태 변화에
유의하여야 한다.
6. 혼수, 저혈압, 경련 및 심실성 부정맥은 기존의 방식대로 치료하되, 카테콜라민 사
용 시에는 주의하여야 한다. 부정맥은 리도카인에 반응이 없을 경우 프로프라놀롤,
에스몰롤 등 베타 아드레날린 차단제에 반응할 수 있다.
7. 스스로 제염할 수 있는 환자는 스스로 시행하도록 하고, 오염된 의복과 개인 물품
은 제거하여 2중 포장 가방에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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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노출된 피부와 머리카락을 비누와 물로 씻은 다음(샤워기 사용을 추천) 물로 꼼꼼
하게 헹군다. (소아와 노인은 제염 중 저체온증 위험이 있으므로 담요나 보온기를
적절히 사용한다)
9. 노출되거나 자극된 눈을 충분한 양의 담수 또는 식염수로 15분 이상 세척한다. 콘
택트렌즈를 착용하고 있는 경우 눈에 추가적 손상 없이 쉽게 제거 가능하다면 렌
즈를 제거한다. 눈의 통증 또는 상처가 저명한 경우, 중증 치료 구역으로 이송하는
동안 눈 세척을 지속한다.
10.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을 음독한 경우, 억지로 구토를 시키지 않는다. 활성탄 투여가
가능한 상태이며 이전에 투여하지 않았다면, 1g/kg(성인 60~90g, 소아 25~50g)
투여한다. 소아에게 활성탄을 투여할 때는 음료수 캔과 빨대가 도움이 된다.
〈 중환 구역 치료 단계 〉
1. 환자의 제염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며, 제염 단계에서 기술한 것과 같이
환자의 ABC(Airway, Breathing, Circulation)을 확인하고 보조한다. 소아는 상대
적으로 기도의 직경이 작아 성인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 중환에게는 정맥 주사로
를 확보하며, 심전도를 지속적으로 관찰한다.
2. 혼수, 저혈압, 경련 및 심실성 부정맥은 기존의 방식대로 치료하되, 카테콜라민 사
용 시에는 주의하여야 한다. 부정맥은 리도카인에 반응이 없을 경우 프로프라놀롤,
에스몰롤 등 베타 아드레날린 차단제에 반응할 수 있다.
3.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마스크로 산소를 투여한다. 기관지 연축을 나타내는 환자는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한다. 카테콜라민 제제를 사용할 때는 사용 기준에 해당하며,
다른 약제가 사용 불가능할 때만 사용한다. 투여 시에는 유효용량 중 최소 용량을
투여하고, 부정맥 발생 여부를 감시하며 발생 시 치료할 준비를 해야 한다. 기관지
확장제를 선택하기 전 환자의 심근 상태를 고려하여야 한다.
4. 기관지 연축을 나타내는 환자에게는 알부테롤 등 연무화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한
다. 천명음을 나타내는 소아들에게 2.25% 라세믹 에피네프린 분무제를 20분 간격
으로 증상이 호전될 때 까지 0.25~0.75ml 씩 사용할 수 있다.
5.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액체에 장시간 노출된 환자는 화학 화상을 입을 수 있으며,
열화상에 준해 치료한다.
6. 안구 세척이 충분히 시행되었다면, 시력을 검사한다. 각막 또는 공막의 손상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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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환자는 즉각 안과 진료를 통해 치료한다.
7. 음독 환자들은 억지로 구토시키지 않는다. 만약 환자의 의식이 명료하고 증상이
없으며 구역 반사가 있고 이전에 투여하지 않았다면, 활성탄 1g/kg를 투여한다
(성인 60~90g, 소아 25~50g).
(소아에게 투여할 때는 음료수 캔에 담아 빨대로 먹게 하는 것이 편하다)
8. 환자의 위장관 손상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내시경을 고려한다. 심한 목구멍 부종이 있
는 환자는 기관 삽관이나 윤상갑상연골절개술이 필요할 수 있다.
9. 다음의 경우 작은 비위관으로 위세척을 고려한다; 1) 다량 음독한 경우 2) 30분
내 환자의 상태가 평가되었던 경우 3) 구강 내 손상이 있거나 지속적 식도 불편감
을 호소하는 경우 4) 음독 1시간 내 위세척을 할 수 있는 경우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비위관 거치는 화학적으로 손상 받은 식도, 위
에 추가적인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10. 소아는 많은 양의 부식성 물질을 삼키기 어렵고, 비위관 삽입 시 천공 위험이 높
으므로 내시경 인도 하 삽입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세척을 권장하지 않는다. 위
세척 시 환자의 구토물은 밀폐 용기에 격리시켜야 한다.
11.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노출 시 해독제는 알려져 있지 않으며,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다. 호흡기 노출 시 빠른 제거를 위해 과환기를 유발할 수 있으나, 효과가 명확히
증명된 치료는 아니다.
12. 모든 심각한 노출 환자에서 CBC, blood glucose, electrolyte, liver function
test, renal function test를 검사한다. 심각한 흡입 환자는 chest x-ray, pulse
oximetry, ABGA를 시행한다. 음독 환자는 abdominal x-ray를 시행하면 음독의
정도와 제염 여부에 대해 평가하는 데 유용하다. 급성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노출이
간과 콩팥을 지연성으로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1~3일간은 추적 검사가 필요하
다. 혈중 또는 호기 테트라클로로에틸렌 검사는 임상적으로 유용하지는 않으나, 노
출의 유무를 판단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혈중 또는 요중 트라이클로로아세트산
이 발견될 경우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노출을 의심할 수 있으나, 이 검사는 테트라
클로로에틸렌 노출에서만 검출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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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실 진료 후 배치 및 외래 추적 검사 〉
1.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을 다량 흡입 또는 음독한 환자는 입원을 고려한다.
2. 피부 노출 수 시간 후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피부 과민성도 관찰된다. 노출 정
도에 따라 노출 수 일 후 간, 신장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3. 의식 변화나 호흡 곤란을 호소하지 않는 환자는 퇴원할 수 있다. 초기에 경미한
증상이 있었으나, 노출 6~8시간 후 증상이 호전된 환자도 퇴원할 수 있다. 퇴원한
환자는 귀가 후 휴식하고, 증상 재발 시 즉각 의료기관에 방문하여야 한다.

〈 보고 〉
1. 산업 관련 사고가 발생하였을 시 법적으로 보건소에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다른 사람들도 사고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작업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예방을 위해 회사 직원과 상의한다. 공중 보건 위험이 있다면
보건소 또는 관련 기관에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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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물질 정보시트
※ 이 유인물은 테트라클로로에틸렌(tetrachloroethylene)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필요
한 정보 및 후속조치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1.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이란 무엇입니까?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은 달콤한 냄새를 가지는 무색의 액체입니다. 주로 금속의 기름기
를 제거하거나, 직물을 드라이클리닝 하는 화학물질을 만드는 데 사용되며, 인쇄용 잉
크, 페인트, 광택제, 니스, 접착제의 용매로도 사용됩니다. 또한 얼룩제거제, 접착제,
페인트 제거제, 발수제, 목재 세척제, 실리콘 스프레이 등 가정 내 많은 제품에 포함
되어 있습니다. 가끔 의도적으로 ‘기분이 좋아지기 위해’ 흡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
다.
2.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노출에 즉시 발생될 수 있는 건강상의 영향은 무엇입니까?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을 흡입하거나 마시면 어지러움, 현기증, 둔함, 오심, 구토를 유발
할 수 있습니다. 다량의 노출은 기면, 혼수, 심지어는 사망까지도 유발할 수 있으며,
간과 신장에도 피해를 줍니다. 피부나 눈에 액체가 튄다면, 자극 또는 화상을 유발합
니다. 대기 내 증기도 안구의 작열감 및 화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3.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노출에 의한 증상은 치료될 수 있습니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중독에 대한 해독제는 없으나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노출로 인한
증상은 치료될 수 있으며, 대부분의 환자들은 잘 회복됩니다. 다량의 테트라클로로에
틸렌에 노출된 환자들은 입원하여야 합니다.
4. 향후 건강상의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소규모 단일 노출 환자가 빠르게 회복된 경우 대부분 지연성, 장기적 영향이 나타나
지 않습니다. 수년에 걸친 노출은 뇌, 피부, 간, 신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특정 종
류의 암 유병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5. 테트라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된 사람에게 어떤 검사를 할 수 있습니까?
혈중 및 요중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의 대사산물을 탐지하는 특정 검사는 가능하나, 의
료진에게 일반적으로 유용하지는 않습니다. 심한 노출이 발생했다면, 혈액 및 다른 검
사를 통하여 심장, 폐, 간, 콩팥의 손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모든 경우에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6. 테트라클로로에틸렌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테트라클로로에틸렌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인터넷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 안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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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하거나 유해가스노출 환경보건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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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환자 후속지침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고, 다음 진료예약 확인 및 표기된 지침을 따르십시오.
24시간 이내에 특이증상 또는 징후가 발현되는 경우 응급실 또는 예약의사에게 전화
문의 바랍니다.
※ 특히 아래의 증상인 경우 :
▶ 어지러움, 둔함
▶ 구역, 구토
▶ 식욕부진
▶ 호흡곤란
[

] 위에 기술된 어떠한 증상도 발현되지 않는다면 추후 진료예약은 필요하지 않습
니다.

[ ] 필요시 전화문의 약속, 예약 의사 :
☞ 의사에게 전화문의 시 (

전화번호 :

)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

) 일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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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급실 / 클리닉, (

)월/(

)일, AM/P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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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 동안은 업무에 복귀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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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2시간 동안 담배연기에 노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담배연기가 폐의 상태를 악화
시킬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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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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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의사 서명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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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포스겐 옥심
1)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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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질 정보시트
1. Phosgene Oxime (포스겐 옥심) 분자식: CHCl2NO
2. CAS Number: 1794-86-1
3. Dichloroformoxime을 포함하는 동의어: CX
4. 특성: 포스겐 옥심은 두드러기를 유발하는 제제이다. 그것은 가장 잘 연구되지 않
은 화학전쟁제제 중 하나이다; 따라서 특정 정보가 제한되어있다. 순수한 포스겐 옥심
은 무색의 결정성 고체이다. 그러나, 군수품 등급 화합물은 황갈색 액체이다. 고체 물
질은 증상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증기를 방출 할 수 있다. 2차 세계 대전 이후의 연구
에 따르면 8 % 이하의 농도는 효과가 없거나 일관되지 않는 효과를 초래한다. 옷이
나 피부가 액체 혹은 고체 형태의 포스겐 옥심에 오염된 사람은 직접접촉이나 가스배
출 증기에 의해 이차적으로 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 포스겐 옥심은 피부로 쉽게 흡수
되어 즉각적인 부식병변을 유발한다. 눈과 호흡기 노출은 무력화하는 염증을 유발한
다.
5. 노출 경로
(1) 흡입: 흡입된 포스겐 옥심은 상부기도에 매우 자극적이며 폐부종을 유발한다. 0.2
mg-min/m3의 농도에서 노출되면 즉각적으로 자극이 발생하며 3 mg-min/m3의 농
도에서 견딜 수 없게 된다.
추정 LCt50 (흡입으로 인해 노출된 집단의 50%에게 치명적인 물질의 농도 배수 시간)
은 1,500에서 2,000 ml-min/m3이다.
(2) 피부/눈 접촉: 포스겐 옥심이 피부, 눈 및 점막과 접촉 시 즉시 통증 및 국소 조
직 파괴가 발생한다. 포스겐 옥심은 피부와 눈에서 빠르게 흡수되어 전신 독성을 일
으킬 수 있다. 피부 노출에 대한 LD50은 25 mg/kg으로 추정된다.
(3) 음독: 사용할 수 있는 인간 데이터가 없다. 동물 연구에 따르면 포스겐 옥심은 위
장관에서 출혈성 염증성 병변을 유발할 수 있다.
6. 발생 근원/용도
포스겐 옥심은 잠재적인 화학 무기로 개발되었지만 전장에서 사용된 적이 없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7. 표준치와 설명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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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할 수 있는 표준이 없다.
8. 물리적인 특성
표 1. 포스겐 옥심의 물리적인 특성
Property

Agent Phosgene Oxime

Description

Colorless solid or yellowish-brown liquid

Warning properties

No data

Molecular weight

113.93 daltons

Boiling point

(760 mm Hg) = 128 EC

Melting point

95 to 104 EF (35 to 40 EC)

Freezing point

No data

Vapor pressure

11.2 mm Hg at 25 EC (solid); 13 mm Hg at 40 EC
(liquid)

Vapor density

<3.9

Liquid density

No data

Flash point

No data

Solubility in water

70% in water; highly soluble in most organic
solvents

Volatility

1,800 mg/m (20 EC)3

NAERG#

153

North American Emergency Response Guidebook (NAERG): A Guidebook for
First Responders During the Initial Phase of a Dangerous Goods/Hazardous
Materials Transportation Incident
9. 불화합성 물질
포스겐 옥심은 많은 금속과 접촉 할 때 분해되지만 대부분의 금속에도 부식성이 있
다.

< 건강 효과 >
옷이나 피부가 액체 혹은 고체 형태의 포스겐 옥심에 오염된 사람은 직접접촉이나 가
스배출 증기에 의해 이차적으로 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 포스겐 옥심은 피부로 쉽게
흡수되어 즉각적인 부식병변을 유발한다. 눈과 호흡기 노출은 무력화하는 염증을 유
발한다. 수포제와 다른 두드러기 유발제보다 좀 더 심각한 조직 손상을 야기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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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알려져 있으나 잘 연구되지 않았고 작용 기전도 미상이다.
1. 급성 노출
포스겐 옥심은 홍반, 팽진 및 두드러기를 일으킬 수 있는 두드러기유발제 이다. 광범
위한 조직 손상을 유발하기 때문에 부식제로 간주된다. 피부 효과는 강산에 의한 영
향과 유사하다. 그러나 그 작용기전은 알려져 있지 않다. 단, 2017년 Goswami 등이
발표한 논문에서 다음의 분자생물학적으로 연관된 기전을 발표하기도 했다.
- p53 phosphorylation (Ser15) and accumulation, DNA damage
- Apoptosis
- Inflammation (Mast cell degranulation, increased MPO activity, increased
COX-2, and TNF-⍺ expression)
- Necrosis
(1) 눈
눈에 들어가면 심한 통증, 결막염 및 각막염을 유발할 수 있다.
(2) 피부
모든 형태의 포스겐 옥심에 직접 피부를 노출 시키면 즉각적인 통증과 홍반 고리를
동반한 창백한 피부의 변화가 유발된다. 팽진이 발생하고 30분 후에 괴사가 발생한
다. 극심한 통증이 며칠 동안 지속될 수 있다. 피부를 통한 흡수는 폐부종을 유발할
수 있다.
(3) 호흡기
포스겐 옥심은 상부 호흡기에 즉각적인 자극을 준다. 흡입 및 전신 흡수는 폐부종,
괴사성 세기관지염 및 폐혈전증을 유발할 수 있다.
(4) 소화기
사용할 수 있는 인간 데이터가 없다. 동물 연구에 따르면 포스겐 옥심은 위장관에서
출혈성 염증성 병변을 유발할 수 있다.
2. 만성 노출
포스겐 옥심에 대한 만성 노출의 잠재적 영향에 관한 자료는 없다.
(1) 발암성
데이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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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식 및 발달 효과
데이터 없음

3) 응급실 대응 리스트
< 제염 단계 >
1. 대응 의료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화학물질대비 개인 방호 슈트(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 Level B to C를 착용 한다. 호흡 보호를 한다. PPE
Level C인 경우 전신 보호를 위해 PPE (예 : Tyvek또는 Saranex 등) 또는 부틸
(butyl) 고무 재질의 앞치마, 여러겹의 라텍스 장갑, 눈 보호 장비 등을 착용한다.
2. 환자가 병원 내원 전 단계에서 단순히 포스겐 옥심 기체에 노출 되었고 제염 치료
를 받았으며 피부나 눈의 자극 증상이 없다면 전문 생명 소생술(Advanced Life
support, ALS)프로토콜에 따라 ABC(Airway , Breathing, Circulation)순서로 중
환자 진료 구역에서 진료를 진행한다. 기관 삽관이 용이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수
술적 기도개방을 시행한다. 기관지 연축이 있는 환자에서는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
한다.
3. 만약 제염 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응급실 입실 전 제염 구역(Warm Zone)에서 먼
저 제염을 시행한다. 이때 의료진은 Hot zone에서와 같은 수준의 PPE를 입어야
한다. 환자는 응급실에 들어가기 전에 제염을 받아야 하나 음압 기능을 갖추고 오
염물의 배수로를 갖춘 제염 시설이 있는 병원이라면 원내에서 제염을 시행할 수
있다.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저혈압 이거나 호흡기의 심각한 손상이 있는 등의 전
신 독성 증상을 보인다면 기존 ALS 프로토콜에 따라 ABC순서로 위험 소견에 우
선순위를 두고 진료를 진행한다.
4. 약 5~10분 동안 물로 눈을 세척한다. 붕대로 눈을 감싸지 않는다. 필요한 경우 어
둡거나 불투명한 고글을 사용하여 광 공포증으로부터의 불편함을 완화시킨다. 액
체가 튀어 발생한 손상으로 의심되는 경우, 의복을 벗도록 하고 환자가 비누와 물
로 샤워해야 한다. 샤워는 차가운 물과 충분한 수압을 사용하여 피부의 약물 침투
가능성을 신속하게 줄여야 한다. 환자가 증기에만 노출된 경우에는 겉옷을 벗도록
하고 노출된 피부를 비누와 물로 씻도록 한다. 오염 된 옷과 개인 소지품을 밀봉
된 이중 가방에 넣는다. 섭취한 경우 절대로 구토를 유도하지 않는다. 환자가 주의
를 기울이고 삼킬 수 있다면 이미 투여하지 않은 경우 120~240ml의 우유나 물을
마시게 한다.
< 치료 구역 치료 단계 >
1. 충분히 오염제거가 되었음을 확인한 후에는 기존의 A,B,C의 평가와 조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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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으로 판단되는 환자 중 이 전 단계에서 정맥로 확보가 안되었던 환자에게는
정맥로를 확보 한다. 지속적으로 심장 기능 모니터링을 한다.
2. 혼수, 쇼크, 저혈압, 심각한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으면 기존의 ALS 프로토콜에
따라 대응한다.
3. 잠재적인 노출 (30~60 분 이내) 현장에서 직접 응급실에 도착한 환자는 노출된 경
우 통증이나 자극증상을 겪을 것이다. 통증이나 자극증상이 없다면, 안전하게 집으
로 퇴원시킬 수 있으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면 재내원 하도록 교육할 수 있
다. 피부 또는 눈의 병변이 있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는 제염을 받아야 한
다. 큰 화상이나 호흡 곤란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적절한 제염 후에 ICU에 입원시
켜야 한다. 다른 증상이 있는 환자는 최소 6시간 이상 관찰해야 한다. 발현 여부
관찰 후 증상이 없으면 연락처를 남기고 증상 발현 시를 대비한 안내 지침서를 받
아서 퇴원할 수 있다.
4. 경미한 호흡기 증상(코, 부비동염, 인두염)이 있는 환자는 치료를 위해 일상적인
병동에 입원해야 한다. 폐부종은 노출 후 수 시간 후에 발생할 수 있다. 심한 호흡
기 질환의 증상이나 징후가 있는 환자는 비심장성 폐부종에 대한 통상적인 치료
방법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해야 한다.
5. 피부가 포스겐 옥심과 접촉한 경우 부식성 병변과 동일한 방법으로 조직 손상을
치료한다. 화상 부위가 큰 경우 환자는 역방향 격리를 위하여 화상 유닛에 전원
해야 한다. 액체 노출 후에는 3도 화상이 발생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화상은 2도
이다. 병변이 클 경우 (환자에게 충분한 양의 전신 진통제를 미리 투여해야 함),
월풀 욕조를 이용하여 하루에 두세 번씩 벗겨진 부분을 세척해야 한다. 이후에는
자유롭게 국소 항생제를 적용해야 한다. 피부 병변은 치료하는데 수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감염의 흔적이 있고 배양이 책임 있는 유기체를 나타낼 때 전신 항
생제를 사용해야 한다.
6. 노출 후 12시간이 지나서 경미한 결막염이 생기면 심각한 병변으로 좀처럼 진행하
지 않는다. 환자는 시야 검사를 포함하여 철저한 눈 검사를 받아야 한다. Visine이
나 Murine과 같이 눈 부위의 보습 안구 용액으로 치료를 하고 악화 증상이 있을
시 재내원 할 것을 교육받고 귀가 조치해야 한다. 각막 손상 가능성을 고려하여
눈을 검사하고 적절히 치료한다. 각막 손상이 있는 경우는 즉각 안과 협진을 시행
한다. 초기에 결막염이 생기고 눈썹이 붓고 염증의 증상 및 징후가 있는 환자는
입원해서 치료 받으며 경과 관찰을 해야 한다.
결막염보다 더 심한 병변은 국소의 산동제(예 : 아트로핀), 국소 항생제 및 바셀린
또는 유사한 물질을 뚜껑 가장자리에 하루에 여러 번 적용하여 치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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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각막 상처를 가진 환자는 안과 의사의 협진을 보도록 한다. 국소 진통제는
초기 검사 (슬릿 램프 및 시력 검사 포함)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이후에는 사용해서
는 안 된다. 통증은 전신 진통제로 조절할 수 있다. 뚜껑 부종과 눈꺼풀 틈새가 가
라앉고 눈이 열려지면 어두운 안경은 광 공포증의 불편함을 줄일 수 있다.
7. 음독 시에는 절대로 환자에게 구토를 유도하지 않도록 한다. 오심, 구토 증상은 항
구토제로 치료한다.
8. 포스겐 옥심은 해독제가 없다. 보존적 치료를 한다.
9. 입원을 요하는 모든 환자들은 Routine laboratory studies를 한다. 임상적으로
발생 가능한 전신 독성 발현에 대한 평가를 시행한다.
- Routine laboratory studies: CBC, blood glucose, serum electrolyte , liver
function tests, cardiac marker, kidney function tests, serum lactate
- Additional laboratory studies in inhalation exposure patients: chest
radiography,

and

pulse

oximetry

(or

ABGA

measurements),

ECG

monitoring.
Consider additional BNP study in case of expecting acute pulmonary edema

< 응급실 진료이후 환자 배치 및 추적 검사 >
1. 중등도에서 심각한 노출 환자들은 입원해야 한다.
2. 노출 후에 증상이 없는 환자들은 퇴원할 수 있다. 증상 발현 시 즉시 의료적 치료
를 구할 수 있게 해줄 지침서를 받아서 퇴원하게 할 수 있다.
(포스겐 옥심 - 환자 정보 시트 참조)
3. 추적 검사
경미한 피부화상이 있는 환자들은 24시간이내에 재검진 받아야 한다.
4. 보고
작업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 시 보고할 파일을 만들어 관할 보건소에 연락하여야 한
다.
(응급실에 내원하지 않았을 지라도 다른 환자가 현장에 있을 수 있으며 사고가 작
업장에서 발생 했다며 추후 회사 관계자와 토의함으로써 추후 발생 가능한 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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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할 수 있다.)
< 포스겐 옥심 중독 환자의 치료 및 배치 원칙 >
1. 대응 의료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화학물질대비 개인 방호 슈트(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 Level B or C를 착용 한다. PPE Level C인 경우
전신 보호를 위해 PPE (예 : Tyvek또는 Saranex 등) 또는 부틸(butyl) 고무 재질
의 앞치마, 여러겹의 라텍스 장갑, 눈 보호 장비 등을 착용한다.
2. 제염 여부에 상관없이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저혈압 이거나 경련이나 심장 부정
맥을 보인다면 기존 전문 생명 소생술(Advanced Life support, ALS)프로토콜에
따라 ABC(Airway, Breathing, Circulation)순서로 위험 소견에 우선순위를 두고
진료를 진행한다. 만약 제염 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응급실 입실 전 제염 구역
(Warm Zone)에서 먼저 제염을 시행한다.
3. 해독제가 없으므로 보존적 치료를 한다. 임상적으로 발생 가능한 전신 독성 발현
에 대한 평가를 시행한다.
4. 심각한 수준으로 노출되었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병력의 환자는 입원시킨다. 심
한 호흡기 질환의 증상이나 징후가 있는 환자는 비심장성 폐부종에 대한 통상적인
치료 방법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해야 한다.
5. 음독했거나 피부나 눈에 직접 포스겐 옥심에 접촉하여 중등도 이상의 증상호소를
한 병력이 있는 환자는 중대한 생체활력 징후상의 위험 소견이 없더라도 입원하여
경과 관찰을 해야 한다. (초기에 결막염이 생기고 눈썹이 붓고 염증의 증상 및 징
후가 있는 환자는 입원해서 치료받으며 경과 관찰을 해야 한다. )
6. 잠재적인 노출 (30-60 분 이내) 현장에서 직접 응급실에 도착한 환자가 짧은 기간
호흡기 노출이 의심되며 통증이나 자극 증상이 없다면, 안전하게 집으로 퇴원시킬
수 있으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면 재내원 하도록 교육할 수 있다. 어떤 증상
도 전혀 없는 환자는 상기 내용대로 교육하여 퇴원시키고 호흡기 증상은 없으나
다른 증상이 경미한 환자는 최소 6시간 경과 관찰 후 다른 증상이 없으면 연락처
를 남기고 증상 발현 시를 대비한 안내 지침서를 받아서 퇴원할 수 있다. 호흡기
증상(코, 부비동염, 인두염)이 있는 환자는 치료를 위해 일상적인 병동에 입원해야
한다. 심한 호흡기 질환의 증상이나 징후가 있는 환자는 비심장성 폐부종에 대한
통상적인 치료 방법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해야 한다. 큰 화상이 있는 환자들도 중
환자실에 입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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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겐 옥심 중독시 시행 할 Laboratory test >
Routine laboratory studies: CBC, blood glucose, serum electrolyte, liver
function tests, cardiac marker, kidney function tests, serum lactate
Additional

laboratory

studies

in

inhalation

exposure

patients:

chest

radiography, and pulse oximetry (or ABGA measurements), ECG monitoring.
Consider additional BNP study in case of expecting acute pulmonary edema
< 포스겐 옥심에 의한 화상 시 치료 >
1. 피부가 포스겐 옥심과 접촉한 경우 부식성 병변과 동일한 방법으로 조직 손상을
치료한다.
2. 해독제 투여와 임상적으로 발생 가능한 전신 독성 발현에 대한 평가를 시행한다.
3. 벗겨진 부위가 만약 크다면 환자에게 전신성 진통제를 사전에 충분히 주고 난 후
하루에 2~3번 월풀 욕조 목욕을 시행한다.
4. 이후에는 자유롭게 국소 항생제를 적용해야 한다.
5. 혈액 배양 검사에서 균주가 검출되었거나 감염의 징후가 있을 때에는 전신성 항생
제를 사용해야 한다.
6. 넓은 범위의 2~3도 화상 환자들은 세밀한 치료와 반대 격리를 위하여 화상 전문센
터로 전원 보내야 한다.

< 안구 노출 치료 >
1. 제염 단계에서는 눈 부위 노출 시, 약 5~10분 동안 물로 눈을 세척한다. 붕대로
눈을 감싸지 않는다. 필요한 경우 어둡거나 불투명한 고글을 사용하여 광 공포증
으로부터의 불편함을 완화시킨다.
2. 환자는 시야 검사를 포함하여 철저한 눈 검사를 받아야 한다. 증상이 경미한 경우
는 Visine이나 Murine과 같이 눈 부위의 보습 안구 용액으로 치료를 하고 악화
증상이 있을 시 재내원 할 것을 교육받고 귀가 조치해야 한다. 각막 손상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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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려하여 눈을 검사하고 적절히 치료한다. 각막 손상이 있는 경우는 즉각 안과
협진을 시행한다. 초기에 결막염이 생기고 눈썹이 붓고 염증의 증상 및 징후가 있
는 환자는 입원해서 치료를 받으며 경과 관찰을 해야 한다.
3. 해독제 투여와 임상적으로 발생 가능한 전신 독성 발현에 대한 평가를 시행한다.
4. 노출 후에 초기에 경미한 증상을 보인 환자들은 최소 6시간 이상 경과 관찰을 받
아야 한다. 이 중 무증상이거나 심각하게 악화되지 않는 환자들에 한해서 증상 발
현 시 즉시 의료적 치료를 구할 수 있게 해줄 지침서를 받아서 퇴원하게 할 수 있
다.
< 가스형태 호흡기 노출 치료 >
1. 산소를 투여함을 기본으로 하되 제염 시와 중환 치료구역 진료 시에도 환자가 쇽
혹은 심각한 호흡기 손상이 있다면 ALS 프로토콜대로 진행한다.
2. 기관지 연축이 있을 시는 증상 경감을 위하여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할 수 있다.
3. 기관 삽관이 용이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수술적 기도개방을 시행한다.
4. 경미한 호흡기 증상(코, 부비동염, 인두염)이 있는 환자는 치료를 위해 일상적인
병동에 입원 시킨다.
5. 심한 호흡기 질환의 증상이나 징후가 있는 환자는 비심장성 폐부종에 대한 통상적
인 치료 방법으로 중환자실에 입원 시킨다.
< 음독 형태 노출 치료 >
1. 음독시에는 절대로 환자에게 구토를 유도하지 않도록 한다. 만약 환자가 의식이
명료하고 삼킬 수 있다면 120~240ml 가량의 물이나 우유를 주도록 한다.
2.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저혈압 이거나 심각한 호흡기계 손상을 보인다면 기존
ALS 프로토콜에 따라 ABC순서로 위험 소견에 우선순위를 두고 진료를 진행한다.
3. 임상적으로 발생 가능한 전신 독성 발현에 대한 평가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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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출 환자 정보시트
※ 이 유인물은 포스겐 옥심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 및 후속조치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1. 포스겐 옥심이란 무엇입니까?
포스겐 옥심은 무색의 결정성 고체 또는 황갈색의 액체이다. 그것은 두드러기유발 화
학전 에이전트로 분류된다. 그러나 전쟁에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포스겐 옥심 노출에 의해 즉시 발생될 수 있는 건강상의 영향은 무엇입니까?
포스겐 옥심은 즉각적이고 고통스러운 피부와 안구 손상을 일으킨다. 흡입하면 폐에
액체가 축적되고 심한 기관지염이 유발된다.
3. 포스겐 옥심 노출에 의한 중독은 치료 될 수 있습니까?
포스겐 옥심에 대한 해독제는 없다. 그 효과는 다른 원인 (예 : 강산)의 화상과 동일
한 방식으로 치료할 수 있다. 노출된 사람들은 입원해야 할 수도 있다.
4. 향후 장기간 건강상의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미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정보는 없다.
5. 포스겐 옥심에 노출된 사람에게 어떤 검사를 할 수 있습니까?
노출을 확인하기 위한 구체적인 테스트는 없다.
6. 포스겐 옥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포스겐 옥심은 가장 잘 연구되지 않은 화학전쟁제제 중 하나이다. 따라서 특정 정보
가 제한된다. 더 자세한 정보는 인터넷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안전관리정보시스템
에서 조회하거나 유해가스노출 환경보건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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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환자 후속지침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고, 다음 진료예약 확인 및 표기된 지침을 따르십시오.
24시간 이내에 특이증상 또는 징후가 발현되는 경우 응급실 또는 예약의사에게 전화
문의 바랍니다.
※ 특히 아래의 증상인 경우 :
▶ 호흡 곤란, 짧아진 호흡 또는 천명음(호흡시 "쌕쌕” 거리는 소리)
▶ 쉰 목소리, 고음톤의 음성, 또는 말하기 어려움
▶ 가슴 통증 또는 압박감
▶ 피부 변화, 진물, 또는 피부화상 부위의 통증증가
▶ 복통, 구토, 설사
▶ 노출된 눈 부위에서의 통증 및 분비물 증가
[ ] 위에 기술된 증상이 발현되지 않는다면 추후 진료예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 필요시 전화문의 약속, 예약 의사 :
☞ 의사에게 전화문의 시 (

전화번호 :

)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

) 일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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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급실 / 클리닉, (

)월/(

)일, AM/P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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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 동안은 업무에 복귀하지 마십시오.

[ ] 당신은 조건부로 업무에 복귀 가능합니다. 아래의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 ] 적어도 72시간 이상 담배연기에 노출되어서는 안됩니다; 담배연기가 폐의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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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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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의사 서명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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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크로톤알데히드
1)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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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급실 치료 매뉴얼
1. 물질 정보
백색 또는 밀짚색의 자극성이 강한 냄새가 나는 액체로 실온에서 이 혼합물은 맑고 무
색의 액체로 공기와 접촉하거나 빛에 노출되면 황색으로 변한다. 자연에서는 나무, 담배
를 태울 때의 연기, 가솔린 및 디젤엔진이 연소될 때 배출되는 물질이다. 연료 기체의
경고제나 광유의 정제에 용매 및 수지류, 고무 항산화제, 살충제의 제조에 사용된다. 인
체에 급성으로 과다 노출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흡입, 피부, 경구 경로를 통해서 매우
강한 독성을 나타낸다.
물리/화학적인 특성
●

백색 또는 황토색의 액체

●

자극성의 톡 쏘는 냄새로 냄새 역치는 0.035~7ppm : OSHA 허용 노출 한도 (2 ppm)
보다 낮아 위험 농도에 대한 경고가 된다.

●

분자량 : 70.09

●

비중 : 0.853

●

끓는점 : 102 ℃

●

녹는점 : -76.5 ℃

●

증기압 (25℃) : 30 mmHg

●

증기 밀도 : 2.41

●

용해도 (20℃) : 18.1g/100g

●

인화점 : 13 ℃. 고인화성

●

반응성 :

- 고인화성 액체 및 증기
- 고온에서 분해되어 독성가스 생성, 일부는 액체에서 현기증 및 질식을 유발하는
증기 발생
- 격렬하게 중합반응하여 화재와 폭발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인화점 이상에서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할 수 있음
- 가열 시 용기가 폭발할 수 있으며 화재 시 자극성 독성 가스를 발생할 수 있음
- 유기분해산물 : 타는 동안 열분해 또는 연소에 의해 자극적이고 매우 유독한 가스
가 발생될 수 있음
●

OSHA PEL (permissible exposure limit: 노출제한농도, 8시간 근무 기준) = 2
ppm (averaged over an 8-hour workshift) (OSHA 1999).

●

NIOSH IDLH (immediately dangerous to life or health : 즉각적인 인체 위해 농
도) = 50 ppm; NIOSH 는 p-dichlorobenzene을 잠재적인 직업 발암물질로 간주하
고 있다. (NIOSH Pocket Guide 2005).

●

AIHA ERPG-2 ( acute exposure guideline level, AEGL : 거의 모든 사람이 보호

- 89 -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능력을 손상시킬 수 있는 비가역적이거나 다른 심각한 건강 영
향이나 증상을 경험하거나 유발하지 않고 최대 1시간 동안 노출될 수 있는 최대 공기
농도) = 10 ppm.
2. 독성 정보
(1) 크로톤알데히드는 눈, 피부 점막의 일차적인 자극제이며 흡수되며 모든 경로에서
독성이 강하다. 노출은 염증을 유발하고 피부, 호흡기 및 점막의 자극. 지연된 흡
입 후 부종이 발생할 수 있다. 경구 투여 후 동물에서 전신 효과 발생 노출은 있
지만 인간에서는 보고되지 않았다.
(2) 크로톤알데히드의 증기에만 노출된 사람들은 이차 오염을 일으키지 않는다. 옷이
나 피부가 액체 크로톤알데히드로 오염된 사람은 이차적으로 직접 접촉 또는 가
스 배출 증기로 구조자를 오염시킬 수 있다.
(3) 소아는 체중에 비해 폐 표면적과 분당 호흡 용적이 더 커서 성인과 같은 농도의 질
소 산화물 증기에 노출되어도 더 많은 농도를 흡수하게 된다. 뿐 만 아니라, 어른의
신장이 낮기 때문에 동일한 위치에 있는 성인보다 더 높은 수준에 노출 될 수 있으
며 크로톤알데히드 증기가 높아질수록 땅에 더 가깝다.
(4) 액체 크로톤알데히드의 직접 접촉은 빠르고 심한 눈과 피부의 자극이나 화상을 유발
합니다. 증기에 노출되면 점막에 염증을 유발한다.
(5) 크로톤알데히드는 DNA에서 1,N2-사이클릭 구아닌(1,N2-cyclic guanine) 부가물
을 형성할 수 있으며 돌연변이 유발원이다. 이는 Crotonaldehyde의 발암 활성의
기전이 될 수 있다.
(6) 급성 노출
- 크로톤알데히드는 경피 노출시 독성이 크다. 액체 상태의 크로톤알데히드에 직접
접촉하면 심한 눈과 피부 자극 또는 화상을 빠르게 유발할 수 있다. 증기는 강한
점막 노출 시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
- 크로톤알데히드은 최루가스로 유루증(눈물 유발)을 초래하며 증기는 강한 통증의
자극을 가하며 각막 손상과 피부화상을 유발할 수 있다.
- 증기는 기침과 숨가뿜을 유발하는 호흡기계에 자극을 줄 수 있다. 높은 농도에서의
노출은 폐수종을 초래하며 지 노출 시 긴급 상황을 유발할 수 있다.
- 급성 및 고농도 크로톤알데히드 노출은 감작 효과가 있다.
(7) 만성 노출
- 과민성 증식과는 별개로 크로톤 알데히드의 상대적으로 낮은 농도에 만성적으로 노
출된 사람에게는 부작용이 보고되지 않았다.
-

경구로

rat에게

오랜기간

동안

크로톤알데히드와

Nitrosopyrrolidine(

Crotonaldehyde 의 대사산물)을 투여했을 경우 간에서의 종양병변, 간세포암, 종
양뿌리 및 간 손상을 유발하다.
- 크로톤알데히드는 돌연변이 유발성 및 발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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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급실 대응 리스트
A. 기본 치료 Basic management
1. 제염 Basic decontamination
Ÿ

오염 제거를 받은 희생자 또는 수증기에만 노출된 피해자는 구조 대원에게 2차 오염
의 심각한 위험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증기에 노출된 경우 즉시 Support Zone으로
옮긴다.

Ÿ

거동이 가능한 환자는 자신의 오염 제거를 시행한다. 오염된 옷과 개인 소지품들을
몸에서 제거하고 두 봉투에 따로 나누어 담는다.

가) 구조자 보호
¡ 호홉 보호구 : 양압(Positive-pressure), 및 자급식 호흡장비(Self-contained
breathing apparatus, 호흡용 마스크(self-contained breathing apparatus;
SCBA))가 권고된다.
¡ 피부 보호구 : 크로톤알데히드가 피부 자극, 화상 및 과민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화학물질 보호의(chemical-protective clothing) 가 권고된다. 완전 캡슐화된 증기
보호용 의류는 화재가 없는 유출이나 누출을 처리하기 위해 착용한다.
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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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Ÿ

피부나 머리카락 노출 시 다량의 물로 세척한다

Ÿ

눈 접촉 시 15분 동안 물이나 생리식염수로 세척한다. 콘텍트렌즈를 착용하고 있을
경우 추가 손상 없이 쉽게 제거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제거한다. 다른 관리중에도
눈 세척을 지속한다.

Ÿ

경구 노출 시 이 물질의 자극적 특성 때문에, 구토는 유도시키지 않는다. 활성탄을
현탁하여(240mL 물/30g 활성탄) 투여한다. 의식이 있고 삼킬 수있는 피해자는 4~8
온스의 우유 또는 물을 섭취해야 한다 (어린이의 경우 15 mL/kg을 초과하지 않아
야 함). 생명을 위협하는 양을 삼킨 후, 즉시(1시간 이내) 위세척을 수행될 수 있다면
고려한다.

Ÿ

제염 시 저체온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2. 일반 치료 General management
A,B,C 원칙
(1) 기도 호흡 맥박을 평가하고 보조한다. 소아는 기도가 좁아 호흡기 자극제에 취약하다.
(2) 기도 연축이 있는 환자는 에어로졸 기도 확장제를 사용한다.
(3) 다양한 화학 물질에 노출된 경우 기관지 감작제는 추가 독성 위험을 줄 수 있다.
(4) 약물 사용 시 심장에 영향을 주는 약물은 주의 깊에 사용한다.
(5) 천명음이 들리는 소아 환자에게는 racemic epinephrine 연무제의 사용을 고려해
야 한다. 2.5cc 생리 식염수에 2.25% racemic epinephrine 용액 0.25~0.75mL를
혼합하여 심장 변동성에 주의하며 필요에 따라 매 20분마다 연무제 사용을 반복한

- 91 -

다.
B. 중환구역 치료 Critical care
1. 충분히 오염제거가 되었음을 확인한 후에는 기존의 A, B, C를 평가하고 보조한다.
중증으로 판단되는 환자 중 이 전 단계에서 정맥로 확보가 안되었던 환자에게는
정맥로를 확보한다. 지속적으로 심장 기능 모니터링을 한다.
2. 의식 저하, 저혈압, 발작 및 심부정맥 등이 동반된 환자는 상황에 맞는 보존적인
치료를 시행한다.
3. 호흡기 노출
(1) 호흡기가 손상된 경우, 기관 내 삽관을 통해기도와 호흡을 보호한다.
(2)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하는 환자에게 알부테롤과 같은 에어로졸 화 된 기관지 확장
제를 투여한다. 지속적인 천명이나 과민성 폐렴이있는 환자에게 코르티코 스테로이
드를 투여한다.
(3) 천명음이 들리는 소아 환자에게 racemic epinephrine 연무제의 사용을 고려해야
한다.
4. 피부 노출
(1) 액상의 Crotonaldehyde에 노출 시 화학 화상이 발생할 수 있다. 열화상에 준하
여 치료한다.
5. 눈 노출
(1) 적어도 15분 동안 생리 식염수로 세척한다..
(2) 시력(Visual acuity) 및 각막 손상 여부를 확인하고 각막 손상이 의심되는 경우
안과 협진한다.
6. 소화기 노출
(1) 구토를 유발하지 않으며, 의식이 명료하고

gag reflex가 있는 환자에게 활성탄

을 투여한다.
(2) 위세척이 고려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다량 음독
- 환자에 대한 평가가 30분 이내 이루어 지는 경우
- 구강 내 병변이 있으며 지속적은 식도 불편감이 있는 경우
- 음독 이후 1시간 이내 시행 가능한 경우
- 소아는 위세척이 권고되지 않는다 (다량 음독의 경우가 없으며 NGtube로 인한
천공 등의 위험이 높으므로)
(3) 독성 토사물이나 위세척물 및 suction 기구 등은 분리 배출한다.
7. 치료제
(1) Crotonaldehyde에 대한 특별한 해독제는 없다.
(2) 순환기 및 호흡기계 독성에 유의하면서 보존적인 치료를 시행한다.
8. 검사
(1) CBC, glucose, electroyte, ABGA 확인 및 가슴 X ray, peak-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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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rometry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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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응급실 진료 후 배치 및 외래 추적 검사
1. 증상이 동반된 흡기 노출 환자 및 흉부 불편감 또는 천명음 등의 증상이 동반되는
환자 및 다량의 음독 환자는 입원을 고려한다.
2. 지연성 폐부종이 나타날 수 있다.
3. 6~12시간 경과 관찰 후 무증상 환자는 퇴원이 가능하며 환자 후속지침에 대한 안
내문을 제공하여 지침에 따르도록 교육한다.
4. 추적 관찰
(1) 환자의 일차 진료의에게 환자의 응급실 방문 기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추적
관찰할 수 있도록 한다.
(2) 심각한 수준으로 노출된 환자는 간기능에 대한 추적 검사를 시행한다
(3) 각막 손상이 있는 환자는 24시간 이내 재평가를 시행하여야 하므로 외래 추적관
찰을 한다.
(4) 드물게 일부 환자는 영구적으로 감작될 수 있으며 크로톤알데히드로 향후 작업
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크로톤알데히드에 노출되는 작업으로 복귀하기 전에 직업
환경 의학 또는 호흡기 전문의와 상담해야 합니다.
5. 보고
작업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 시 보고할 파일을 만들어 관할 보건소에 연락하여야 한
다. (응급실에 내원하지 않았을 지라도 다른 환자가 현장에 있을 수 있으며, 사고가
작업장에서 발생했다면 추후 회사 관계자와 토의함으로써 추후 발생 가능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 94 -

5) 품질 정보시트
※ 이 유인물은 크로톤알데히드(Crotonaldehyde) 가스 또는 액화 질소산화물에 노출
된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 및 후속조치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1. 크로톤알데히드란 무엇입니까?
크로톤알데히드는 무색 ~ 옅은 황색의 액체로 강하고 매운 냄새가 난다. 소르빈산(방
부제)의 제조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지만, 경고제(연료가스, 고무 촉진제의 제조,
가죽태닝)나 알코올 변성제, 또는 테트라에틸 납의 안정제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2. 크로톤알데히드 노출시 즉시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의 영향은 무엇입니까?
공기 중 크로톤알데히드가 낮으면 눈, 코, 인후 및 폐를 자극하여 기침, 흉부 압박감
및 호흡 곤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높은 수치는 폐에 수액을 축적시켜 사망을 유발
할 수 있습니다. 액체 크로톤알데히드가 피부 또는 눈에 접촉되면 심각한 화상을 입
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노출이 심각할수록 증상은 더욱 심해집니다.
3. 크로톤알데히드 노출에 의한 증상은 치료될 수 있습니까?
해독제는 없으나 낮은 농도에 노출된 사람들은 잘 회복됩니다. 고농도에 노출된 사람
은 입원해야 합니다.
4. 향후 건강상의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드물지만 특정 환자는 크로톤알데히드에 노출 된 후에 크로톤알데히드나 다른 자극물
에 약간의 노출을 하더라도 피부 자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크로톤알데히드
에 노출되었다고 의사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 보건복지부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Services)는 크로톤알데히드가 인간 발암물질 일 수 있다고 보고
했습니다.
5. 크로톤알데히드에 노출된 사람에게 어떤 검사를 할 수 있습니까?
혈액에 크로톤 알데히드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사는 없습니다. 심각한 노
출이 발생하면 호흡 기능 검사와 흉부 엑스레이 검사로 폐에 손상을 확인합니다. 모
든 경우에 테스트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폐부종과 같은 폐 합병증이 노출
후 지연성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크로톤알데히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하거나 유해가스노출 환경보
건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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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환자 후속지침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고, 다음 진료예약 확인 및 표기된 지침을 따르십시오.
48~72시간 이내에 특이증상 또는 징후가 발현되는 경우 응급실 또는 예약의사에게
전화문의 바랍니다.
※ 특히 아래의 증상인 경우 :
▶ 기침, 천명음, 호흡곤란, 흉통
▶ 눈통증
▶ 피부 화상 부취 발적, 통증 증가 또는 화농성 분비물
[ ] 위에 기술된 증상이 발현되지 않는다면 추후 진료예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 필요시 전화문의 약속, 예약 의사 :
☞ 의사에게 전화문의 시 (

전화번호 :

)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

) 일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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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급실 / 클리닉, (

)월/(

)일, AM/P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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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 동안은 업무에 복귀하지 마십시오.

[ ] 당신은 조건부로 업무에 복귀 가능합니다. 아래의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 ] 적어도 72시간 이상 담배연기에 노출되어서는 안됩니다; 담배연기가 폐의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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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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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의사 서명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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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클로르단
1)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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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질 정보시트
1. Chlordane 분자식: C10H6Cl8
2. CAS/ UN Number: 57-74-9/ 2996
3. 동의어: Chlordan, Chlor-Kil, CD-68, Octachlor, Termi-Ded, Toxichlor,
Topichlor, and Velsicol 1068
4. 특성: 클로르단은 조성물에 따라 호박색에서 갈색, 점성이 있는 액체 혹은 백색 분
말일 수 있다. 실온에서 거의 냄새가 없으며 약간의 염소와 같은 냄새가 나기는
하지만 노출에 대한 경고로서는 불충분하다. 고온에서는 휘발성을 띄지만 저온에
서는 휘발성이 없는 반휘발성 물질이다. 클로르단은 물에 녹지 않으며 탄화수소
용매에 용해된다. 가연성은 아니지만 가열되거나 강한 산화제 또는 알칼리성 물질
과 반응하여 부식성 및 유독성 가스(일산화탄소, 염화수소가스, 염소 및 포스겐)를
생성한다. 상업적 살충제로서 클로르단은 일반적으로 탄화수소에 용해하여 스프레
이로 사용된다. 플라스틱, 고무, 철, 아연을 부식시킬 수 있다. 알루미늄 또는 고밀
도 페놀계 에나멜 처리된 금속 용기에 넣어 시원하고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 보관
해야 한다.
5. 노출 경로
(1) 흡입: 상온에서는 증기압이 낮기 때문에 클로르단 증기의 급성 흡입은 거의 발생
하지 않는다. 그러나 클로르단은 반휘발성이므로 고온의 환경에서 휘발될 수 있다.
클로르단의 냄새 역치는 OSHA 허용 노출한계 (permissible exposure limit,
PEL)보다 약 10배 낮다. 그러나 후각 피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 노출
되었을 경우에 냄새를 감지할 수 없다. 독성은 클로르단이 함유된 분무를 급성 흡
입이나 오염된 집에 살면서 만성 흡입하여 발생한다. 클로르단이 용해된 용매로
사용되는 살충제 제제를 흡입하여 독성이 발생될 수 있다. 소아의 경우 성인과 동
일한 수준의 클로르단 증기에 노출되어도 폐표면적:체중의 비율이 크기 때문에 더
많은 용량을 흡수하게 된다. 또한 클로르단 증기가 무겁기 때문에 동일한 위치에
서 키가 더 작은 소아에게 더 노출되기 쉽다.
(2) 피부/눈 접촉: 클로르단은 피부를 통해서 빠르게 흡수되어 전신독성을 나타낼 수
있다. 피부에 오일을 발랐을 경우에 클로르단의 흡수를 촉진시킬 수 있다. 초기에
는 피부와 점막을 자극한다. 소아는 체표면:체중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더 흡수가 잘 된다.
(3) 음독: 클로르단 급성 중독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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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발생 근원/용도
클로르단은 합성 화합물로서, 농작물의 살충제 및 가정에서 흰개미 살충제로 사용되
었다. 1988년 이래 미국 및 다른 여러나라에서 크로르단의 사용 및 생산이 금지되었
다. 그러나 클로르단 잔여물이 주위 토양 뿐 아니라 가정 및 구조물 등에 여전히 존
재한다. 창고, 차고 및 매립지와 같은 곳에서 여전히 오래된 클로르단이 있을 수 있
다.
7. 표준치와 설명지침
(1) OSHA PEL (permissible exposure limit) = 0.5 mg/m3 (skin)
(averaged over an 8-hour workshift).
(2) NIOSH IDLH (immediately dangerous to life or health) = 100 mg/m3
8. 물리적 특성
Description: Amber, viscous liquid
Warning properties: Nearly odorless; inadequate warning for acute or
chronic exposure.
Molecular weight: 409.8 daltons
Boiling point (2 mm Hg): 347 ºF (175ºC)
Melting point (cis isomer): 225–228 ºF (107–109 ºC) Melting point (trans
isomer): 217–221 ºF (103–105 ºC)
Vapor pressure: 0.00001 (1 x 10 ) mm Hg at 77 EF (25 ºC)
Specific gravity: 1.59–1.63 at 77 ºF (water = 1)
Water solubility: Water insoluble
Flammability: Noncombustible liquid (but the commercial
product may be dissolved in various flammable solvents).
9. 불화합성 물질
클로르단은 강한 산화제 및 알칼리와 반응한다. 분해시 부식성, 독성의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가스, 염소 및 포스겐을 생성한다. 크로르단은 플라스틱, 고무, 코딩, 철, 아
연을 부식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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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급실 치료 매뉴얼
응급실 관리
클로르단은 피부를 통해서 매우 잘 흡수되기 떄문에 의료진은 젖은 피부나 옷에 직접
접촉하여 2차적으로 오염 될 수 있다. 흔하지는 않지만 독성 구토물로 인한 2차 오염
도 발생할 수 있다. 오염된 의복을 벗고 피부를 씻은 후에는 오염 위험을 제기하지
않는다.
발생 증상
어떤 경로로든 클로르단에 심하게 노출될 경우에 CNS흥분, 경련, 호흡기능 마비가
발생할 수 있다. 두통, 오심, 흥분, 의식혼란, 근육떨림은 경련의 전조증상이다.
흡입 노출
호흡곤란 및 흡인성 폐렴증상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에게는 마스크로 산소를 투
여한다. 클로르단 유발성 심근 자극이 심실세동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에피네스
프린이나 다른 아드레날린성 또는 아트로핀을 투여해서는 안된다.
피부 노출
피부와 모발을 순한 비누로 씻고 물로 완전히 헹구도록 한다. 소아는 성인에 비해 상
대적으로 체표면적 : 체중 비율이 더 높으므로 피부의 독성 물질 노출에 더 취약하
다.
안구 노출
클로르단이 눈에 노출된 경우 최소 15분 이상 세척한다. 환자의 시력을 측정하고, 각
막의 손상을 평가하고 치료한다. 심한 각막 손상이 있는 환자는 즉시 안과 협진을 본
다.
섭취 노출
클로르단 음독 환자에서 CNS저하나 발작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억지로 구토를 유
발해서는 안된다. 구토하는 동안 폐 흡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 먼저 발작 조절하는게
우선이다. 작은 구경의 비위관으로 위장관 세척을 고려할 수 있다. 활성탄을 투여해
준다.
전문치료
호흡기가 손상된 경우 ALS(Advanced Life Support) 프로토콜에 따라 기도를 확보
하고 호흡을 유지한다. 호흡부전이 발생했을 경우에 조기에 기관삽관을 시행하고 필
요시에는 수술적 기도확보를 시행한다. 클로르단은 부정맥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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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에피네프린이나 아트로핀 혹은 다른 adrenergics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제
외하고는 권장되지 않는다. 혼수상태, 저혈압 또는 발작 또는 심장 부정맥이 있는 환
자는 ALS (Advanced Life Support) 프로토콜에 따라 치료한다. 쇼크나 저혈압의
징후가 관찰되면 체액 관리를 시작한다. 수축기 혈압이 80mmHg 미만인 성인에게
1,000mL/hour 정맥 내 식염수 또는 젖산 링거 용액을 볼루스 (bolus) 관류로 투여
하는 것이 적절하다. 어린이의 경우 정상적인 식염수 20mL/kg을 10~20 분간 투여
한 다음 재관류를 평가하고 임상적으로 적절한 관리를 시행한다.
해독제
클로르단은 특별한 해독제가 없다. 콜레스티라민(3~8g을 하루에 4번씩)을 액체 및 활
성탄과 섞어서 수일간 반복 투여하면 심한 중독의 경우 클로르단 제거를 향상시킬 수
있다. 강제 이뇨, 혈액 투석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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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응급실 대응 리스트
< 제염 단계 >
1. 환자가 병원 내원 전 단계에서 제염 치료를 받았으면 즉시 환자 치료 구역으로 이
송한다. 클로르단의 액체 및 고체에 직접 접촉된 것이 의심되면 제염 단계를 거쳐
야 한다. 수증기에만 노출 된 피부 또는 눈 자극이 없는 환자는 오염제거가 필요
하지 않다. 소아는 몸무게에 비해서 표면적이 크기 때문에 피부를 통해서 더 흡수
되기 쉽다. 소아들은 손을 입으로 자주 가져가므로 의료진은 소아의 입을 꼭 확인
하여야 한다. (소아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의료진의 보호 장구가 공포심을 유발
할 수 있어 추후 치료 과정에서 순응도가 떨어질 수 있다)
2. 환자의 기도, 호흡, 순환을 확인하고 보조한다. 소아는 상대적으로 기도의 직경이
작아 부식성 물질에 더 취약하다. 호흡 장애가 발생한 경우 기도를 확보하고 기관
삽관을 시행한다. 불가능하다면, 외과적 기도를 확보해야 한다. 클로르단에 노출되
면 부정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에피네프
린 또는 다른 아드레날린 또는 아트로핀은 투여하지 않도록 한다.
3. 환자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면 자신의 제염을 돕도록 한다. 클로르단은 피부로
흡수되기 때문에 의료진은 TeflonTM 장갑과 옷을 입어야 한다. 플라스틱이나 고무
는 클로르단이 취약하기 때문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환자가 제염되었다면, 응급실
의료진이 특정 방호복 또는 보호장구를 착용할 필요는 없다.
4 오염된 옷을 빠르게 제거하면서 환자의 노출된 피부 및 모발을 물로 씻어낸다(가능
하다면 샤워기로). 오염된 옷과 소지품은 따로 이중으로 담는다. 가죽은 클로르단
을 흡수하기 때문에 가죽 벨트, 신발, 장갑과 같은 물품은 소각하고 폐기해야 한
다. 20분간 피부를 비누로 두 번 닦고 물로 깨끗이 씻어낸다. 소아 또는 노인에서
는 제염 과정에서 저체온증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담요와 보온기를 적절히
사용한다.
5. 노출되거나 자극된 눈을 충분한 양의 담수 또는 식염수로 20분 이상 세척한다. 콘
택트렌즈를 착용하고 있는 경우 눈에 추가적 손상 없이 쉽게 제거 가능하다면 렌
즈를 제거한다. 눈에 부식성 물질이 있거나 통증 또는 상처가 저명한 경우, 중증
치료 구역으로 이송하는 동안 눈 세척을 지속한다.
6. 클로르단을 음독한 경우, 억지로 구토를 유발하지 않는다. 환자의 의식이 명료하고
삼킬 수 있다면 활성탄을 투여 한다.(1gm/kg, 성인은 보통 60~90g, 소아는
25~50g) 소아에게는 음료수 캔에 빨대를 꽂아서 주면 활성탄을 마시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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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환 구역 치료 단계 〉
1. 환자의 제염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며, 제염 단계에서 기술한 것과 같이
환자의 ABC(Airway, Breathing, Circulation)를 확인하고 보조한다. 중환에게는
정맥 주사로를 확보하며, 심전도를 지속적으로 관찰한다. 혼수상태, 저혈압, 경련
또는 부정맥 환자는 기존의 ALS 방식대로 치료한다.
2. 클로르단 중독은 부정맥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심장리듬을 모니
터 해주어야 한다. 또한 에피네프린이나 다른 아드레날린성 약물 혹은 아트로핀은
사용을 피해야 한다. 심한 중독의 경우에 발작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감각 혹
은 운동 이상이 있는지 주의깊게 살펴야 한다. 발작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벤조디아제핀을 사용하여 조절한다. 지속적인 뇌파 모니터를 시행한다. 대사
성산증은 중탄산나트륨으로 조절한다.
3. 클로르단이 피부에 노출되었다면, 피부자극을 나타낼 수 있으며, 빠르게 흡수되어
전신 독성을 일으킬 수 있다. 치료는 피부와 모발을 순한 비누로 씻고 물로 완전
히 헹구는 것으로 충분하다. 소아는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체표면적 : 체중 비율
이 더 높으므로 피부의 독성 물질 노출에 더 취약하다.
4. 클로르단이 눈에 노출된 경우 최소 15분 이상 세척한다. 환자의 시력을 측정하고,
각막의 손상을 평가하고 치료한다. 심한 각막 손상이 있는 환자는 즉시 안과 협진
을 본다.
5. 클로르단 음독 환자에서 억지로 구토를 유발해서는 안된다. 구토에 의해 폐흡인으
로 이어질 수 있으며 CNS 저하와 발작의 위험성이 있다. 발작이 발생하면 벤조디
아제핀을 사용하여 조절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 작은 구경의 비위관으로 위장관
세척을 시행한다 : (1) 다량 음독한 경우 (2) 환자의 상태가 30분이내에 평가됐을
경우 (3) 환자가 구강 병변이나 식도불편감이 있는 경우 (4) 섭취 1시간 이내인 경
우.
소아는 비위관 삽입 시 천공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내시경 동반 하 삽입하는 것이
아니라면 위장관 세척을 권장하지 않는다.
환자의 의식이 명료하고 이전에 활성탄을 투여받지 않았다면, 활성탄을 물에 개어
투여한다.(1gm/kg, 성인은 보통 60~90g, 소아는 25~50g) 소아에게는 음료수 캔에
빨대를 꽂아서 주면 활성탄을 마시기 쉽다.
6. 클로르단에 대한 특별한 해독제는 없다. 콜레스티라민(3~8g qid for several
days)을 가벼운 과일, 액체 혹은 활성탄과 섞어서 반복적으로 투여할 경우 심한
중독에서 클로르단의 제거를 증진시켜 줄 수 있다. 회복기에는 식이요법이나 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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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단백질 및 비타민 섭취를 강화한다. 강제이뇨나 혈액투석은 효과적이지 않
다. 오일기반의 하제는 흡수를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사용해선 안된다.
7. 노출된 환자에게 CBC(Complete blood cell count), 혈당(glucose), 전해질
(electrolyte) 검사를 시행한다. 클로르단에 노출된 환자에게는 간 기능검사(liver
function test), 신기능 검사(renal function test)를 추가적으로 검사할 수 있다.
혈중 클로르단 레벨을 측정하는 것은 유용하지 않다. 하지만 대량 노출 되었을 경
우에는 유용할 수 있다.

기억력, 집중력 및 성격 변화등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작 및 경련이 발생하면
신경행동 독성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손발에 무감각이 있으면 신경전도검사를
시행한다.

〈 응급실 진료 후 배치 및 외래 추적 검사 〉
1. 심각한 노출이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입원을 고려한다.
2. 흡입에 노출된 환자는 폐부종의 징후가 있는지 관찰하고, 음독한 환자는 흡인성
폐렴의 진후가 있는지 관찰해야 한다.
3. 초기 증상이 없고 중독 후 2~3시간 동안 증상이 없으면 귀가해도 된다. 하지만 귀
가 후 증상이 발생하면 재내원하도록 설명해야 한다.
4. 발작, 경련, 두통 또는 혼란의 증상을 보인 환자는 기억 장애, 성격 변화, 지각기
능 장애 등의 영구적인 중추 신경계 기능장애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추적관찰
을 해야 한다.
5. 클로르단은 거대적 아구성빈혈과 다른 여러 가지 혈액질환이 드물게 나타날 수 있
다. 노출량이 많은 경우에 혈액 질환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 클로르단에 노출된
사람에게서 신장 손상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소변 검사를 반복해야 한다.
또한 눈, 피부, 간 및 폐의 상태도 확인해야 한다.
6. 각막 손상이 있는 환자는 24시간 이내에 재검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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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
1. 산업 관련 사고가 발생하였을 시 법적으로 보건소에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다른 사람들도 사고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작업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예방을 위해 회사 직원과 상의한다. 공중 보건 위험이 있다면
보건소 또는 관련 기관에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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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출환자 정보시트
※ 이 유인물은 클로르단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 및 후속조치에 관한 정보
의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1. 클로르단이란 무엇입니까?
클로르단은 걸쭉한 호박색의 액체 또는 희색 분말로 생산됩니다. 그것은 식물에 살포
하거나 분말형태로 가정집의 흰개미를 박멸하기 위한 살충제로 사용되었습니다. 1988
년부터 제조가 금지되었습니다만, 많은 건물과 그 주변 토양에서 남은 찌꺼기가 있습
니다. 오래된 차고나 창고 및 매립지 등에서 여전히 발견되고 있습니다. 클로르단은
인화성이 아니지만 인화성 용제에 의해 용해될 수 있습니다. 연소시 클로르단은 분해
되어 염소, 포스겐 및 염화수소 등의 유독가스를 생성합니다.
2. 클로르단에 노출되었을 때 즉각적으로 인체에 나타나는 증상은 무엇입니까?
클로르단은 호흡기, 피부 및 음독시 독성을 나타낼 수 있스니다. 중독의 일반적인 증
상은 메스꺼움, 짜증, 두통, 구토, 복통입니다. 심한 노출로 인해 진전, 경련, 신체활
동의 조정력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노출양이 많을수록 증상이 심합니다. 수유중인 산모가 노출되면 클로르단이 모유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유아에게도 독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3. 클로르단 중독은 치료가 가능합니까?
클로르단에 대한 해독제는 없지만, 대부분의 노출된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호전
됩니다. 심각한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입원이 필요합니다.
4. 향후 건강에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까?
클로르단에 적은 양이 노출되어 빠르게 회복된 사람은 장기적인 영향을 받지 않습니
다. 많은 양에 노출되거나 반복적으로 노출된 경우에는 신경학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년동안 클로르단에 노출되면 혈액 장애, 기억력 상실, 과민 반응, 감각
장애, 조정력 장애 및 발작과 같은 신경학적 이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클로르단에 노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의학 검사가 있습니까?
혈액이나 소변에서 클로르단을 검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유용하지 않습니다. 심각한
노출이 발생하면 혈액 및 소변분석, 그리고 기타 검사에서 혈액, 뇌 또는 신장 손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작이 발생하면 평가를 위해 뇌파검사를 시행할 수 있
습니다. 모든 환자에서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6. 클로르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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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르단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인터넷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 안전관리정보시
스템에서 조회하거나 유해가스노출 환경보건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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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환자 후속지침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고, 다음 진료예약 확인 및 표기된 지침을 따르십시오.
24시간 이내에 특이증상 또는 징후가 발생하는 경우 응급실 또는 예약의사에게 전화
문의 바랍니다.
※ 특히 아래의 증상인 경우 :
▶ 시야 흐림
▶ 호흡곤란, 짧은 호흡
▶ 경련, 성격변화, 인지기능저하, 의식저하
▶ 발열
[ ] 위에 기술된 증상이 발현되지 않는다면 추후 진료예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 필요시 전화문의 약속, 예약 의사 :
☞ 의사에게 전화문의 시 (

전화번호 :

)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

) 일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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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급실 / 클리닉, (

)월/(

)일, AM/P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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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 동안은 업무에 복귀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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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어도 72시간 이상 담배연기에 노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담배연기가 폐의 상태
를 악화시킬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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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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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의사 서명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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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헵타클로로 에폭사이드
1)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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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급실 치료 매뉴얼
1. 물질 정보
Heptachlor는 살충제로 사용되는 유기염소 화합물로 장뇌처럼 냄새가 나는 백색 또는
황갈색의 결정체 또는 왁스 성의 고체다. Heptachlor epoxide는 환경에서 heptachlor
의 생물학적 및 화학적 변형에 의해 형성된다. Heptachlor 및 heptachlor epoxide는
둘 다 대부분의 유기 용제에 용해된다.
유기염소 화합물은 축삭을 가로지르는 나트륨과 칼륨의 정상적인 신경 전도를 방해한
다. 이로 인한 중추신경계 영향으로 과민성 정신 상태의 변화 감각장애 및 발작이 초래
된다. Heptachlor는 피부 폐 위장관을 통해 흡수된다. 간의 약물 대사효소를 유도하여
간독성을 일으킨다.
2. 물리/화학적인 특성
가. 백색 고체 백색에서 밝은 황갈색 왁스형태의 고체
나. 온화한 캠퍼향(camphoraceous odor)
다. 분자량 : 389.4
라. 비중 : 마. 끓는점 : 425 ℃
바. 녹는점 : 160 ℃
사. 증기압 (25℃) : 4.0X10-4 mmHg
아. 증기 밀도 : 1.57
자. 용해도 (25℃) : 0.2mg/L
차. 인화점 : 162℃
카. 반응성 :
(1) 고온에서 분해되어 독성가스 생성, 가열시 용기가 폭발할 수 있음
(2) 비인화성, 불질 자체는 타지 않으나 가열시 분해되어 부식성/독성 흄을 발생할 수
있다
(3) 흡입, 섭취 및 피부 흡수 시 치명적일 수 있다
(4) 유기분해산물 : 부식성/독성 흄, 자극성 독성 가스
OSHA PEL (permissible exposure limit: 노출제한농도, 8시간 근무 기준) = 0.5
ppm (averaged over an 8-hour workshift) (OSHA 1999).
NIOSH IDLH (immediately dangerous to life or health : 즉각적인 인체 위해 농
도) = 35 ppm; NIOSH 는 p-dichlorobenzene을 잠재적인 직업 발암물질로 간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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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NIOSH Pocket Guide 2005).
3. 독성 정보
가. 인체 영향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이다
나. Heptachlor는 점막, 눈, 피부로 쉽게 흡수되어 전신 영향을 일으킬 수 있다.
다. 급성 노출
(1) Heptachlor와 heptachlor epoxide가 피부 자극을 일으킬 가능성은 평가되지 않았
다. 그러나 유기 염소 농약과의 광범위한 피부 접촉은 일반적으로 피부 자극을 유발
할 수 있다. 소아는 상대적으로 더 큰 표면적:체중 비로 피부를 통한 독성에 더욱 취
약하다.
(2) 신경 세포에 의한 염소 이온의 흡수를 막아 뉴런의 부분적 재분극과 통제되지 않은
흥분 상태를 일으킨다. 심각한 heptachlor 또는 heptachlor epoxide 중독은 경련,
발작 및 과민 반응과 같은 CNS 영향을 일으킬 수 있다. 발작은 노출 후 48 시간 만
에 나타나고 며칠 동안 재발 할 수 있다.
(3) 간 손상은 heptachlor 에 단기간 노출 된 동물에서 입증되었다.
(4) heptachlor는 면역조절에 영향을 줄 수 있다.
(5) 심각한 heptachlor 또는 heptachlor epoxide의 급성 중독은 잠재적으로 간과 중
추신경에 장기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라. 만성 노출
(1) EPA (IRIS 2007)와 국제 암 연구기구 (IARC 2001)은 heptachlor를 가능성 있는
발암물질로 분류하였다.
(2) 인간에서 heptachlor 또는 epoxide의 생식 발달 효과를 다루는 연구는 없었다.
Heptachlor 는 동물에게 주어질 때 불리한 번식 및 발달 (신경 학적 및 면역 학적)
영향을 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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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급실 대응 리스트
1. 기본 치료 Basic management
가. 제염 Basic decontamination
Ÿ

거동이 가능한 환자는 자신의 오염 제거를 시행한다. 오염된 옷과 개인 소지품들을
몸에서 제거하고 두 봉투에 따로 나누어 담는다.

나. 구조자 보호
(1) 호홉 보호구 : 양압(Positive- pressure), 및 자급식 호흡장비(Self- contained
breathing

apparatus,

호흡용

마스크(self-contained

breathing

apparatus;

SCBA))가 권고된다.
(2) 피부 보호구 : 화학물질 보호의(chemical- protective clothing) 가 권고된다.
(3) 오염된 옷과 개인 소지품들을 몸에서 제거하고 두 봉투에 따로 나누어 담는다.
(4) 다량의 물로 노출 된 피부 및 머리를 세척한다. 비누로 씻고 물로 철저히 헹구어
낸다. 제염 시 저체온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5) 눈 접촉 시 15분 동안 물이나 생리식염수로 세척한다. contact lense를 착용하고
있을 경우 추가 손상 없이 쉽게 제거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제거한다. 다른 관리중
에도 눈 세척을 지속한다.
(6) 경구 섭취 시 위장 세척은 의식이 명료하고 한시간 이내 섭취가 일어난 경우 응
급 기관 삽관이 가능한 경우 시행을 고려한다. 황산나트륨과 같은 완하제를 투여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7) 피해자가 경련, 발작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다른 응급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오염
제거를 연기한다.
2. 일반 치료 General management
가. A,B,C 원칙
기도 호흡 맥박을 평가하고 보조한다. 소아는 기도가 좁아 호흡기 자극제에 취약하다.
기도 연축이 있는 환자는 에어로졸 기도 확장제를 사용한다.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할
지 선택하기 전에 심근의 건강을 고려한다.
혼수 상태, 저혈압 또는 발작 또는 심실 성 부정맥이있는 환자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치
료한다.
헵타 클로르와 같은 유기 염소가 심장 과민증을 유발할 수 있음으로 약물 사용 시 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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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영향을 주는 약물은 주의 깊에 사용한다.
지속적인 천명이나 과민성 폐렴이 있는 경우 스테로이드를 사용한다.

나. 중환구역 치료 Critical care
충분히 오염제거가 되었음을 확인한 후에는 기존의 A, B, C를 평가하고 보조한다. 중
증으로 판단되는 환자 중 이 전 단계에서 정맥로 확보가 안되었던 환자에게는 정맥로
를 확보한다. 지속적으로 심장 기능 모니터링을 한다.
의식 저하, 저혈압, 발작 및 심부정맥 등이 동반된 환자는 상황에 맞는 보존적인 치
료를 시행한다. 약물 치료 고려 시 heptachlor와 같은 유기인계 물질이 심독성이 있
음을 고려해야한다. heptachlor로 인한 발작 동반 시 Benzodiazepines을 초기 치료
제로 고려한다.
(1) 흡기 노출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산소를 공급한다. 호흡기가 손상된 경우, 기관 내 삽관을 통해
기도와 호흡을 보호한다.
기관지 연축이 있는 환자에게 연부제로 된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한다. 지속적인 천명이
나 과민성 폐렴이 있는 경우 스테로이드를 사용한다
heptachlor가 기관지 자극성이 있으므로 기관지 확장제 사용 시 부정맥의 위험이 높아
질 수 있다.
(2) 눈 노출
적어도 15분 동안 생리 식염수로 세척한다..
시력(Visual acuity) 및 각막 손상 여부를 확인하고 각막 손상이 의심되는 경우 안과
협진한다.
(3) 소화기 노출
질소 산화물이나 질산을 음용한 경우 구토를 유발하지 않으며, 의식이 명료하고
reflex가 있는 환자에게 활성탄을 투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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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g

위세척이 고려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다량 음독
(나) 환자에 대한 평가가 30분 이내 이루어 지는 경우
(다) 구강 내 병변이 있으며 지속적인 식도 불편감이 있는 경우
(라) 음독 이후 1시간 이내 시행 가능한 경우
(마) 소아는 위세척이 권고되지 않는다 ( 다량 음독의 경우가 없으며 NG tube 로 인
한 천공 등의 위험이 높으므로)
(바) 독성 토사물이나 위세척물 및 suction 기구 등은 분리 배출한다.
(4) 치료제
heptachlor에 대한 특별한 해독제는 없다.
순환기 및 호흡기계 독성에 유의하면서 보존적인 치료를 시행한다.
(5) 검사
CBC, glucose, electroyte, ABGA

확인 및 가슴 X ray,

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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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k-flow spirometry등

4) 응급실 진료 후 배치 및 외래 추적 검사
1. 증상이 동반된 흡기 노출 환자 및 흉부 불편감 또는 천명음 등의 증상이 동반되는
환자 및 다량의 음독 환자는 입원을 고려한다.
2. 발작은 처음 노출 후 48 시간 동안 나타나고 며칠 동안 재발 할 수 있다.
3. 24시간 경과 관찰 후 무증상 환자는 퇴원이 가능하며 환자 후속지침에 대한
안내문을 제공하여 지침에 따르도록 교육한다.
4. 추적 관찰
가. 환자의 일차 진료의에게 환자의 응급실 방문 기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추적관
찰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심각한 수준으로 노출된 환자는 간기능에 대한 추적 검사를 시행한다
다. 각막 손상이 있는 환자는 24시간 이내 재평가를 시행하여야 하므로 외래 추적관찰
을 한다.
라. 드물게 일부 환자는 heptachlor에 영구적으로 감작될 수 있으며 향후 작업이 불가
할 수 있다. heptachlor에 노출되는 작업으로 복귀하기 전에 전문의의 치료 또는
폐 전문가와 상담해야다.
5. 보고
작업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 시 보고할 파일을 만들어 관할 보건소에 연락하여야
한다. (응급실에 내원하지 않았을 지라도 다른 환자가 현장에 있을 수 있으며, 사고가
작업장에서 발생했다면 추후 회사 관계자와 토의함으로써 추후 발생 가능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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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물질 정보시트
※ 이 유인물은 헵타클로르 및 헵타크로르 에폭사이드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 및 후속조치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1. 헵타클로르 및 헵타클로르 에폭사이드란 무엇입니까?
헵타클로르는 장뇌처럼 냄새가 나는 백색 또는 황갈색 결정 또는 왁스 같은 고체이며
헵타클로르 에폭사이드는 백색 결정질 고체입니다. 헵타클로르는 살충제로 사용되는
유기염소 화합물입니다.
2. 헵타클로르 노출시 즉시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의 영향은 무엇입니까?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만큼 높은 수준에서는 헵타 클로르에 노출되는 일은 흔하지 않
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헵타 클로르에 노출되면 중추 신경계 (과민
반응, 경련 또는 발작) 및 간 손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노출이 심각
할수록 증상은 더욱 심해집니다.
3. 헵타클로르 노출에 의한 증상은 치료될 수 있습니까?
헵타 클로르에 대한 해독제는 없지만, 그 효과는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심각
하게 노출 된 사람들은 입원이 고려됩니다.
4. 향후 건강상의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발작은 헵타 클로르에 노출 된 후 48 시간까지 나타날 수 있으며 며칠 동안 재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헵타클로르나 헵타클로르 에폭사이드에 노출력을 의사에게 이
야기해야 합니다. EPA와 IARC (International Research for Cancer)는 헵타 클로
르를 일생 동안 먹인 생쥐에서 간 종양이 증가함에 따라 헵 타 클로르를 가능한 인간
발암 물질로 분류했습니다.
5. 헵타클로르 에폭사이드에 노출된 사람에게 어떤 검사를 할 수 있습니까?
실험실 검사는 높은 수준에 노출된 후에 혈액, 지방, 모유 및 신체 조직에서 헵타클
로르와 헵타클로르 에폭사이드를 검출할 수 있습니다. 헵타클로르는 헵타클로르 에폭
사이드로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주로 헵타클로르 에폭사이드에 대한 검사가 사용됩니
다. 노출 후 며칠 후에는 헵타클로르와 헵타클로르 에폭사이드의 혈중 농도가 감소하
고 더 이상 측정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화학물질에 대한 혈액 검사는 노출
후 짧은 기간 내에 수행해야 합니다. 지방에 축적되므로 지방층에서는 노출 후 훨씬
더 오랜기간 동안 측정할 수 있습니다.
6. 헵타클로르 에폭사이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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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하거나 유해가스노출 환경보
건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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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환자 후속지침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고, 다음 진료예약 확인 및 표기된 지침을 따르십시오.
24시간 이내에 특이증상 또는 징후가 발현되는 경우 응급실 또는 예약의사에게 전화
문의 바랍니다.
과민 반응, 경련, 발작
[ ] 위에 기술된 증상이 발현되지 않는다면 추후 진료예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 필요시 전화문의 약속, 예약 의사 :
☞ 의사에게 전화문의 시 (

전화번호 :

)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

) 일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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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급실 / 클리닉, (

)월/(

)일, AM/P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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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 동안은 업무에 복귀하지 마십시오.

[ ] 당신은 조건부로 업무에 복귀 가능합니다. 아래의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 ] 적어도 72시간 이상 담배연기에 노출되어서는 안됩니다; 담배연기가 폐의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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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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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의사 서명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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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미확인 화학물
1) 급성 화학물질 노출에 대한 의료 관리 지침
설명
미확인된 화학물질 치료지침이 사용되기 전에 유해물질을 확인하기 위한 모든 시도를
해야 합니다. 재난에 대응하는 자는 용기 모양, 플래카드, 라벨, 선적서류 및 분석 테
스트에서 화학물질을 확인하는 데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식별방법에 대한 일
반 정보는 유해물질 사고관리 1권 및 2권에 있습니다. 미확인된 화학물질에 대한 프
로토콜은 기본적인 노출자 관리과정 중 보편적인 권장사항을 제공하지만 특정화학물
질에 대한 기술은 보다 효과적으로 환자를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병원 전 관리
노출 경로와 범위는 2차 오염 가능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합니다. 가스나 증기에만 노
출되었고 옷이나 피부에 물질이 묻지 않은 피해자는 오염구역을 넘어 상당한 양의 화
학약품을 유출시키지 않으며 재난대응요원에게 2차 오염의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피부 또는 옷에 액체 화학물질이 묻어 있거나 화학 증기가 옷이나
피부에 침착된 희생자는 직접 접촉에 의하거나 증기를 방출하여 다른 사람을 오염시
킬 수 있습니다. 희생자가 화학물질을 섭취한 경우 독성 구토가 일어나면 직접 접촉
또는 가스 배출 증기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염구역
오염구역에 들어가기 전에 구조대원을 훈련시키고 적절히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합니
다. 적절한 장비를 사용할 수 없거나 구조대원의 훈련을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 지역
또는 광역 위험물질(HAZMAT) 대응 팀 또는 적절하게 준비된 대응조직에 도움을 요
청하십시오.
구조자 보호
화학물질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독성에 관한 최악의 가능성을 가정해야 합니다. 보호
단계가 낮은특정 구조 장비를 선택하면 심한 국소 영향 (예: 자극 및 연소)과 심각한
전신 영향 (예: 장기 손상) 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호흡기 보호: 모든 반응 상황에서 자가공기공급장치(호흡용 마스크(self-contained
breathing apparatus; SCBA))를 사용해야 합니다.
피부 보호: 국소 및 전신 효과가 알려지지 않은 경우 화학보호복을 착용해야 합니다.
기도관리, 호흡, 순환보조(ABC)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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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게 개방된 기도를 확보. 외상이 의심되는 경우, 경추고정을 손으로 유지하고 가
능한 경우 경추보호대 및 척추교정판을 적용하십시오.
피해자 이송
희생자가 걸을 수 있다면 오염구역에서 오염제거구역으로 이동하십시오. 걸을 수 없
는 희생자는 척추교정판이나 바퀴달린 들 것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사용할
수 없다면 조심스럽게 피해자를 안전하게 운반하거나 끌고 가십시오.
구조자 보호
화학물질이나 농도가 확인되지 않으면, 오염제거구역의 요원은 오염구역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한 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합니다 (위의 ‘구조자 보호’란 참조).
기도관리, 호흡, 순환보조(ABC) 원칙
신속하게 개방된 기도를 확보. 외상이 의심될 경우 경추보호대와 척추보호대로 경추
를 안정시킵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산소를 투여하거나 백밸브마스크 장치로
환기를 돕습니다.
기본 오염제거
거동이 가능하고 지시에 협조적인 희생자는 본인의 오염제거를 도울 수 있습니다. 오
염된 의복 및 개인소지품을 제거하고 이중으로 밀봉합니다.
노출되거나 자극받은 피부와 머리카락을 보통의 물로 3~5 분 동안 씻어냅니다. 기름
이나 기타 부착성 화학물질의 경우 피부와 모발에 약한 비누를 사용합니다.
노출 또는 자극받은 눈을 보통의 물 또는 생리식염수로 5분 이상 씻어 내십시오. 콘
택트렌즈를 착용 중이면 눈에 추가적 외상을 입히지 않도록 쉽게 제거가 가능하다면
제거하십시오. 부식성 물질이 의심되거나 통증이나 부상이 있다면 피해자를 지원구역
(support zone)으로 이송하는 동안 눈세척을 계속하십시오.
섭취한 경우 구토를 유도하지 마십시오. 의식이 있고 삼킬 수 있는 피해자는
100~200cc정도의 물을 주어야 합니다. 즉시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합니다.
지원구역으로 이전
기본적인 오염 제거가 완료되면 피해자를 지원구역으로 이동시킵니다.
지원구역
피해자가 제대로 오염이 제거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위의 오염제거구역 참조). 오염
제거를 받은 희생자 또는 기체나 증기에만 노출된 사람, 피부 또는 눈 자극의 증거가
없는 피해자는 일반적으로 2차 오염 위험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지원구역에서 활
동하는 대응자들은 전문적인 보호장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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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관리, 호흡, 순환보조(ABC) 원칙
신속하게 개방된 기도 확보. 외상이 의심되는 경우, 경추고정을 손으로 유지하고 가능
한 경우 경추보호대와 척추고정판을 적용하십시오. 적절한 호흡을 확보하십시오. 필요
한 경우 추가적인 산소를 투여하십시오. 맥박을 유무를 촉지하십시오. 필요한 경우 정
맥 주사로를 확보하십시오. 필요한 경우 심장 모니터를 연결하십시오.
추가적인 오염 제거
적절한 경우 노출된 피부와 눈을 계속 씻으십시오.
섭취한 경우 구토를 유도하지 마십시오. 환자가 의식이 있고 삼킬 수 있는 경우 이전
에 섭취하지 않았다면 100~200cc 물을 먹도록 합니다. 즉시 의료 서비스를 받으십시
오.
전문치료
호흡기능이 저하가 된 경우 기관내삽관을 시행합니다. 환자의 상태가 기관내삽관이
어려울 정도라고 판단되면 장비가 있고 훈련된 경우라면 윤상갑상연골절개술을 실시
하십시오.
에어로졸화된 기관지 확장제로 기관지경련이 있는 환자를 치료하십시오. 특정 화학물
질에 노출된 후 심장 부정맥의 위험이 높아지므로 이들 약제 및 모든 카테콜라민을
주의 깊게 사용하십시오.
혼수상태, 저혈압 또는 발작 또는 심장 부정맥이 있는 환자는 전문심장소생술 프로토
콜에 따라 치료해야 합니다.
의료시설로의 운송
통제본부 및 수용 의료시설에 환자의 상태, 주어진 치료 및 의료시설에 도착 예정 시
간을 보고하십시오.
화학물질이 섭취된 경우, 피해자가 독성 물질을 토하게 할 경우 구급차를 준비하십시
오. 몇 개의 수건을 준비하고 비닐봉지를 열어 신속하게 구토를 씻어내고 격리하십시
오.
대량사상자 대응
모든 노출된 환자는 평가를 위해 의료시설로 이송해야 합니다.
화학물질에 직접 노출되지 않은 무증상 환자는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록한 후
현장에서 퇴원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다수의 희생자를 선별하는 것에 관해서는 대책본부 의사나 지역 독극물통제센터(가능
한 경우)에 상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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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관리
2차 오염 가능성. 가스나 증기에만 노출되었고 옷이나 피부에 물질의 침착이 심하지
않은 피해자는 오염구역 밖에서 상당한 양의 화학물질을 운반할 가능성이 없으며 병
원 직원에게 2차 오염의 위험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피부 또는 의복이 액체
또는 고체 화학물질로 덮여 있거나 피해자가 화학 증기가 옷이나 피부에 응축된 경우
희생자는 병원직원과 응급의료센터를 직접 접촉하거나 가스 배출 등을 통하여 오염시
킬 수 있습니다. 희생자가 화학물질을 섭취한 경우 독성 구토가 있는 경우도 직접 접
촉하거나 가스를 배출하여 대응자들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오염제거구역
이전에 오염물을 제거한 환자와 피부 또는 눈 자극의 증거가 없는 가스나 증기에만
노출된 환자는 즉시 중환자 치료 지역으로 이송될 수 있습니다. 다른 피해자는 아래
에 설명된 대로 오염 제거를 요구할 것입니다
기도관리, 호흡, 순환보조(ABC) 원칙
기도, 호흡 및 혈액 순환을 평가하고 지원하십시오. 호흡기 저하의 경우 기관내삽관을
고려하고 환자의 상태가 기관내삽관이 어렵다면 외과적으로 기도를 관리하십시오.
에어로졸화 된 기관지 확장제로 기관지경련이 있는 환자를 치료하십시오. 심장 부정
맥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이 약제들 및 모든 카테콜아민을 주의 깊게 사용
하십시오.
혼수상태, 저혈압 또는 발작 또는 심실성 부정맥이 있는 환자는 일반적인 치료방법에
따라 치료해야 합니다.
기본 오염제거
거동이 가능하며 협조적인 환자는 자신의 오염 제거를 도울 수 있습니다. 오염된 의
복 및 개인 소지품을 제거하고 이중으로 봉하십시오.
노출되거나 자극받은 피부와 머리카락을 보통의 물로 3~5 분 동안 씻어냅니다. 기름
이나 기타 부착성 화학물질의 경우 피부와 모발에 약한 비누를 사용하십시오. 물로
철저히 헹구십시오.
노출 또는 자극받은 눈을 보통의 물 또는 생리식염수로 5분 이상 씻어 내십시오. 콘
택트렌즈가 있으면 제거하고 눈에 추가적 외상을 입히지 않도록 제거가능한 경우 제
거하십시오. 부식성 물질이 의심되거나 통증이나 부상이 분명하다면 환자를 중환자
치료지역으로 이송하는 동안 눈세척을계속하십시오.
섭취한 경우 구토를 유도하지 마십시오. 환자가 의식이 있고 삼킬 수 있는 경우 위
내용물을 희석하기 위해 100~200cc의 물을 섭취시킵시오. 즉시 환자를 중환자 치료
지역으로 옮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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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 치료 지역
적절한 오염 제거가 수행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위의 오염 제거 영역을 참조하십시
오.)
기도관리, 호흡, 순환보조(ABC) 원칙
앞서 언급된 원칙에서와 같이 기도, 호흡 및 순환을 평가하고 지원하십시오. 중증 환
자의 경우 정맥주사로 순환을 보조하십시오. 심장 리듬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혼수상태, 저혈압 또는 발작 또는 심실성 부정맥이 있는 환자는 일반적인 치료방법으
로 치료해야 합니다.
흡입 노출
호흡기 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마스크로 산소를 투여하십시오. 에어로졸화 된 기관지
확장제로 기관지 경련이 있는 환자를 치료하십시오. 심장 부정맥의 위험이 증가하거
나 잠재적으로 증가할 수 있으므로 이들 약제 및 모든 카테콜라민을 주의 깊게 사용
하십시오.
피부 노출
농축 염소 가스 또는 염소 생성 용액이 피부에 닿으면 화학 화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
다. 냉온열화상으로 보고 치료하십시오. 액화 압축 가스가 방출되어 피부에 닿으면 동
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희생자가 동상을 앓고 있다면 20~30 분 동안 40~42℃ 의 수
조에 노출 부위를 다시 데워주고 피해부위가 홍조가 돌아올 때까지 계속하십시오.
어린이의 경우 성인에 비해 표면적: 체중의 비율이 높기에 피부를 통해 흡수 독성 물
질에 더 취약하다는 것을 염두에 둡니다.
피부 노출
화학적 화상이 있으면 열화상에 준하여 치료하십시오.
안구 노출
눈세척이 적절하게 완료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시력 검사를 시행합니다. 확대 장치
또는 세극동검사 및 플루오레신형광 염색법을 사용하여 각막손상을 검사합니다. 작은
각막결손의 경우 안과 용 연고 또는 점안제, 진통제 및 눈패치를 사용하십시오. 심한
각막상해를 입은 환자를 위해 안과 의사와 즉시 상담하십시오.
섭취 노출
구토를 유도하지 마십시오. 환자의 의식이 명료하고 활성탄이 이전에 투여 받지 않은
경우 활성탄을 투여하십시오. 부식성 물질이 의심되는 경우 100~200cc 물을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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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활성탄을 투여하지 않습니다. 위장관 손상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내시경 검사를
고려하십시오. 다량의 용량을 섭취한 환자를 섭취 후 30 분 이내에 평가할 경우 위세
척을 고려하십시오.
해독제 및 기타치료
치료는 지지적인 조치로 구성됩니다.
실험실 검사
모든 노출된 환자에 대한 일상적인 실험실 검사에는 CBC, 포도당 및 전해질 측정이
포함됩니다. 확인되지 않은 화학물질에 노출된 환자에 대한 추가 연구에는 심전도모
니터링, 신장기능검사 및 간기능검사가 포함됩니다. 심한 흡입 노출에는 흉부 X선촬
영과 맥박산소측정 (또는 동맥혈가스 측정)이 권장됩니다.
후속 조치
중대한 노출과 지속적인 증상 또는 진행성 증상이 의심되는 환자를 입원 시키십시오.
지연된 효과
화학물질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환자는 장기간 관찰하거나 병원에 입원해야 합니다.
퇴원조치
증상이 나타나면 최소 노출, 초기 검사에서 정상인 경우 6~8 시간 관찰 후 독성 징후
가 없는 무증상 환자는 증상이 나타나면 의료기관에 재내원 할 것을 교육한 뒤 퇴원
할 수 있습니다.
후속조치
환자에게 초기 결과를 재평가하기 위해 응급실 또는 의료기관에게 재방문할 것을 주
지시키십시오. 각막 손상이 있는 환자는 24시간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고
대응 중 사건이 발생한 경우 법적절차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건당국에 연락
하십시오. 이 사건이 발생한 곳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여전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
고가 직장에서 발생한 경우 회사 직원과 논의하여 추가적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
다. 공중보건 위험이 있는 경우 보건당국 또는 기타 책임 있는 관공서에 알리십시오.
적절한 경우 환자에게 환경부로부터 사업장평가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알리십시오.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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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하거나 유해가스노출 환경보
건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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