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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보건관리 및 재해현황.Ⅰ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의 보건관리1.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이하 보건관련 은 타 업종에 비하여 근골격계질환 감염성( ) ,

질환 화학물질에, 의한 건강장해 등 매우 다양한 위험성이 존재하지만 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전문기관이라는 인식하에 종사근로자에게도 자체적으로 보건관리를

수행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사회적으로도 관심을 크게 두지 않았다.

또한 년에 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역시 제조업 위주로 규정되어1981

의료기관과 같은 차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산업보건이 상대적으로 소홀히3

다루어졌던 것도 그 이유 중 하나로 들 수 있다.

그러한 이유로 우리나라 보건관련 기관은 그 동안 환자 위주의 검사 및 치료,

재활 등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종사근로자에 대해서는 정작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함에 따라 업무상 재해가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보건관련 기관 종사 근로자들의 산업보건 관리를 보다 개선하고자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병원체에 관한 건강장해

예방기준, 방사선 및 근골격계부담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규정 등을 마련하고

의료기관 종사 근로자들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유해인자에 대해 관리하고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성이 크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 관련기관에서의 건강 위험성2.

보건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직종은 매우 다양하며 직무에 따라서,

다양한 유해인자물리적 인자 화학적 인자 생물학적 인자 인간공학적 인자 및 사회( , , , ․심리적
인자 에) 노출되고 있다.

특히 질병에 이환된 환자의 건강보호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여 근로에 임하고

있으므로 환자에 의해 감염될 가능성이 높아 다른 서비스 업무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 보다 업무상질병에 이환될 위험성이 높다.



보건 관련기관의 건강유해요인

근로조건요인 직무스트레스 및 뇌심혈관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장시간:○

야간교대근로가 일상적으로 행해짐

작업환경요인 :○ 직업성 천식 및 암 등 화학물질중독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항생제,

항암제 소독제 및 마취제 등의 노출위험 상존,

신체부담요인 근골격계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환자운반 등의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다수 보유하고 있음

생물학적요인 :○ 환자 진료 검사 수술과정 등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감염병· ·

전염위험에 직면하고 있음

기타 :○ 주사침 손상 및 소음 진동 방사선 자외선 등 물리적인자 등 다수, , ,

의료기관 종사자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영양사 의공직: , , , , , ,※

보건직, 기술직 사무직 전산직 기능직 운전직 임시직 파견직, , , , , , ,

용역직 등 업무내용에 따라 직종이 다양하고 유해요인 종류도 그에

따라 달라짐

보건관련 종사자들의 근무형태는 규칙적인 근무시간체제의 운영이 불가하며

외래근무요원의 근무는 주 시간 병동근무요원은 주 시간 교대제 영양과44 , 48 3 ,

근무요원은 시간 교대제 전기실 기관실 수위실 등은 시간 교대 또는8 2 , , , 8 3

격일제 근무체제 등을 하고 있어 근래 노사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으며 병원

종사자들의 신체적 부담과 정신적인 스트레스 요인으로 건강 장해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는 직업병 중 감염질환은 의료업 종사자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외과 전공의가 수술 중 형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전격성 간염으로B

사망한 사례가 있고 간호사가 결핵이나 바이러스성 간염에 걸린 경우도 있다, .

보건관련 기관 종사자의 직업성 감염은 직장에서의 활동에 의하여 병원성

미생물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질환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미국 질병통제센터,

의 정의에서는 환자 뿐 아니라 병원(Center for Disease Control, CDC)

내에서 발생하는 직원들의 감염도 병원감염으로 정의하고 있다.



보건관련 기관의 주요 유해위험요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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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적

요인
화학적 요인

물리적

요인
인간공학적 요인

일반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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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균

항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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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ex all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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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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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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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카로운 기구 수하물,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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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선부

수은 암모니아 석면, , ,

일산화탄소 프레온, ,

하수구세척제 페인트, ,

접착제 살충제 소독제, , ,

용접흄 수질관련 화학물,

소음 보일러- ,

발전전기 열, ,

한랭손상

안전사고

낙상 및 미끄러짐

근골격계질환 유발요인

사무실
실내공기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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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단말기

인간공학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의 재해발생 현황3.

가 사업장 및 재해현황.

단위 명( : , %)

2008. 12 2007. 12 증 감

사업장

수

근로자

수

재해자수

사망자( )

재해율

사망만인율( )

사업장

수

근로자

수

재해자수

사망자( )

재해율

사망만인율( )

재해자수

사망자( )

재해율

사망만인율( )

101,832681,637
2,173

(20)

0.319

(0.29)
92,794 596,231

1,927

(22)

0.323

(0.37)

246

( 2)△

1.24△

( 21.6)△

전국의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의 년도 사업장수는 개소2008 101,832 ,❍
근로자수는 명으로 전년 대비 사업장수 개소 근로자수681,637 9,038 ,

명 증가하였다85,406 .

재해자수는 명으로 전년 대비 명 증가 사망자수는2,173 246 (12.8%),❍
명 발생되었다 재해율 및 사망만인율은 감소됨20 ( )

나 최근 년간 업무상질병 발생현황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5 ( )

최근 년간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의 업무상질병은 크게 증가 추세에5❍
있으며 년도 대비 년간 증가하였다2005 4 153.8% .



다 최근 년간 업무상질병 세부 현황. 2

단위 명( : , %)

구 분 총계

직업병 작업관련성 질병

소계
화학

물질

세균

바이러

스

기타 소계

뇌심․
혈관

질환

근골격계질환

기타신체

부담
요통

2008
발생자

사망자( )

434

(15)

68

(2)
-

67

(2)

1

(-)

366

(13)

35

(13)

64

(-)

258

(-)

9

(-)

2007
발생자

사망자( )

394

(11)

70

(1)

1

(-)

64

(1)

5

(-)

324

(10)

43

(9)

42

(-)

228

(-)

11

(1)

증감
발생자

사망자( )

40

(4)

2△

(1)

1△

(-)

3

(1)

4△

(-)

42

(3)

8△

(4)

22

(-)

30

(-)

2△

( 1)△

업무상질병자는 명으로 전년 대비 명 증가하였고 이중434 40 ,❍ 신체부담,

요통 사고성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자는 명으로 를, 322 74.2%

점유하였다.

❍ 세균바이러스 등 병원체에 의한 감염성질환은 명으로 전체 업무상질병자의67․
를 차지하며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15.4% .



보건관련 업종 적용 산업안전보건 제도.Ⅱ

안전보건관리 체계1.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예방 책임을 사업주에게 근로자에게는 이에,❍
협력하도록 하는 한편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임무는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관리체제를 확립하도록 하여 안전보건관리의 실효를 기하고

있다.

❍ 따라서 사업장의 직급직책에 따라 차별화된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산재예방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보건관리자로․
하여금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관리 감독계층의 안전보건업무를 보좌하도록

하여 안전보건관리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고 있다.

사 업 주

협의체( )
수급인

안전보건관리조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제 조( 13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법제 조( 18 )

보좌 보좌

안

전

관

리

자

보

건

관

리

자

산

업

보

건

의

관리감독자

법 제 조( 14 )

지도조언( )․ 지도조언( )․ 지 도

법제 조( 15 ) 법제 조( 16 ) 법제 조( 17 )

위험방지를 위한 안전보건 업무수행

근 로 자 법제 조( 25 )



산업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주요내용2.

가 보건규칙 제 장 방사선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8 【 】

방사성물질 취급시 발산원의 밀폐 차폐물 설치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의, ,○

조치를 하여야 함

방사선이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기를 전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파장으로 인체에 노출될 경우 암 발생 등의 위험이 있음

방사선 관리구역을 지정하고 관계근로자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함○

엑스선 장치 입자가속장치 등의 방사선 장치는 전용의 실을 설치하여야 함,○

밀봉되지 아니한 방사성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전용의 작업실에서○

작업하도록 하여야 함

방사성물질 취급 작업실은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설치하고 틈이,○

적은 구조 등으로 하여야 함

※ 방사선을 방호차폐할 수 있는 재질로는 납 스테인레스 스틸 합성수지, ,․
등이 있으며 목재 회반죽을 사용할 경우 방사선 차폐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방사선 발생장치 또는 기기에 대해 장치의 종류 방사선의 종류 및,

에너지 등에 대해 게시하여야 함

방사선 장치실 취급 작업실 저장시설 및 보관폐기 시설에 차폐벽, , ,○ ․
방호물 등 차폐물을 설치하여야 함

국소배기장치 방사성물질 부착 방지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함,○

○ 방사성 물질 취급시 전용 취급용구를 사용하고 전용의 용구걸이와

설치대를 사용하여야 함

오염된 장소에 대하여는 오염지역임을 표시하고 오염을 제거해야 함○

폐기물은 밀봉용기에 넣어 그 뜻을 표시한 후 처리해야 함○

보호구 지급착용 및 오염된 보호의 보호장갑 호흡용보호구 등은 즉시, ,○ ․
폐기해야 함

세안 세면 목욕 탈의 세탁 및 건조시설 등을 설치해야 함, , , ,○

○ 작업장소에서 흡연 음식물 섭취 등을 금지하도록 그 뜻을 게시하고, ,

유해성 등을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함

○ 방사선 업무 종사자에 대하여 방사선의 유해성 건강관리요령 등에 대하여,

주지



나. 보건규칙 제 장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9 【 】

사업주는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하여 매 년마다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3①

함

근골격계부담작업 이외의 작업이라 할지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함

○ 법에 의한 임시건강진단에서 근골격계질환 유소견자가 발생하였거나 및

근골격계질환으로 업무상질병 인정받은 경우 사고성 요통 제외( )

○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
○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 작업공정 등이 변경,

② 유해요인조사 결과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인간공학적인

작업환경개선 조치를 하여야 함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지침(KOSHA-CODE※ 「

을 참고H-30-2003)

사업주는 근골격계질환 징후를 통보한 근로자에 대하여 의학적 조치를③

취하고 필요한 경우 작업환경개선 조치를 취하여야 함

근골격계질환 징후 운동범위의 축소 악력의 저하 기능의 손실 등: , ,※

객관적 사항

징후근로자에게 취하여야 할 의학적 조치로는 증상부위의 휴식 장비를,※

통한 고정 보조대 등 체조 주사요법 근이완제 국소마취제 등( ), , ( , )

등으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주 부담을 원칙으로 함,

유해요인조사에 관한 사항 및 작업의 유해요인 질환 대처요령 등에 대하여,④

근로자에게 알려야 함

다음의 경우 사업주는 노사협의를 거쳐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을,⑤

작성시행하여야 함․
○ 작업관련 근골격계질환자 사고성 요통제외 가 연간 인 이상( ) 10

발생하였거나, 인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사업장 근로자수의5

퍼센트 이상 발생한 경우10

○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관련하여 노사간의 이견이 지속되는 사업장으로서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명령한 경우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이란 유해요인조사 작업환경개선 의학적, ,※

관리, 교육훈련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근골격계질환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과 시행을 말함

사업장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 을(KOSHA CODE H-31-2003)※「 」

참고

취급물품의 중량 취급빈도 운반거리 운반속도 등 작업조건에 따라, , ,⑥

작업시간과 휴식시간 등을 적정 배분하야야 함

이상의 중량물의 경우 물품의 무게중심에 대해 작업장 주변에5kg⑦

안내표시를 하여야 하고 취급하기 곤란한 물품에 대해서는 손잡이를,

부착하거나 적절한 보조도구를 활용하도록 하여야 함

동일한 물품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경우 해당 공정이나 물품운송 파레트에※

중량 표시를 할 수도 있음

작업자에게 신체에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자세에 관하여 주지시켜야 함⑧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근골격계부담작업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 1 .

다만 단기간작업 또는 간헐적인 작업은 제외한다, .

하루에 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1. 4

조작하는 작업

하루에 총 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2. 2 , , ,

동작을 반복 하는 작업

하루에 총 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 위에 있거나3. 2 , ,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 팔꿈치를 몸통뒤쪽에 위치하도록 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에 총4. ,

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트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2

하루에 총 시간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5. 2

하루에 총 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상의 물건을 한손의6. 2 1kg

손가락으로 집어 옮기거나 이상에 상응하는 힘을 가하여 한손의, 2kg

손가락으로 물건을 쥐는 작업

하루에 총 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상의 물건을 한7. 2 4.5kg

손으로 들거나 동일한 힘으로 쥐는 작업

하루에 회 이상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8. 10 25kg

하루에 회 이상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9. 25 10kg ,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하루에 총 시간 이상 분당 회 이상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10. 2 , 2 4.5kg

하루에 총 시간 이상 시간당 회 이상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11. 2 10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



근골격계부담작업 설명■

번호 그림 부담작업 설명 해당 작업명

1 하루에 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4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2 하루에 총 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2 , , ,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3

하루에 총 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2 ,

팔꿈치가 어깨위에 있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 팔꿈치를 몸통뒤쪽에 위치하도록 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4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에 총 시간 이상 목이나, 2

허리를 구부리거나 트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5 하루에 총 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2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6

하루에 총 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2

이상의 물건을 한손의 손가락으로 집어1kg

옮기거나 이상에 상응하는 힘을 가하여, 2kg

한손의 손가락으로 물건을 쥐는 작업

7
하루에 총 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2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동일한4.5kg

힘으로 쥐는 작업

8 하루에 회 이상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10 25kg

9
하루에 회 이상 이상의 물체를 무릎25 10kg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

상태에서 드는 작업

10 하루에 총 시간 이상 분당 회 이상2 , 2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11
하루에 총 시간 이상 시간당 회 이상 손2 10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



다 보건규칙 제 장 병원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10 【 】

적용사업장■

의료법상 의료행위를 하는 작업1.

혈액의 검사작업2.

환자의 가검물을 처리하는 작업3.

연구 등의 목적으로 병원체를 다루는 작업4.

보육시설 및 집단수용시설에서의 작업5.

곤충 및 동물매개감염 고위험작업 습지 등에서의 실외작업 야생 설치류 직접6. : ,

접촉 및 배설물을 통한 간접 접촉이 많은 작업 가축 사육이나 도살 등의,

작업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대책수립 감염병 발생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처치 등을 수행하여야 함

감염병 예방계획에는 타부서와의 협조체계 안전보건교육 면역프로그램, , ,※

노출후 관리방법 업무제한 등 개인 건강기록 유지와 비밀보장에 관한( ),

사항이 포함

근로자에게 감염병의 종류와 원인 전파와 감염경로 감염병 증상 및, ,○

잠복기 예방방법 등을 알려야 함,

환자의 가검물을 처리 검사 운반 청소 및 폐기 하는 작업자에 대하여( , , )○

보호구를 지급착용토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혈액매개 감염병■

정의 혈액 및 체액을 매개로 하여 타인에게 전염되어 질병1. :

예 인간면역결핍증 형간염 및 형간염 매독 등( : , B C , )

호발직종 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임상병리사 소각장 등에서 폐기물을2. : , , , ,

다루는 작업자 등

감염경로 오염된 주사바늘이나 의료기구에 찔려서 감염되는 경우가 가장 흔함3. :



혈액노출 위험작업에 대하여 음식섭취 금지 주사침 전용용기 사용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혈액노출 사고 발생시에는 노출자의 인적사항 노출현황 처치내용 등에, ,

관한 기록을 작성보관하고 노출근로자의 면역상태를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감염 우려 장소에는 세척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상황에 따라 적절한 보호구 보안경 보호마스크 보호장갑 보호의 등 를( , , , )

지급착용토록 하여야 함․

적정 보호구 지급착용■ ․
혈액체액이 튀거나 분무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보안경 마스크 착용1. ,․
환자의 혈액 상처 병소의 분비물 또는 배설물과 접촉하거나 또는 점막과2. , ,

접촉할 때 손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갑을 착용

미생물이나 오염물에 의한 의복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운 착용3.

침습적인 시술이나 개방창상을 치료할 때에는 머리카락 등에서 미생물이 낙하하는4.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자 착용

공기매개 감염병■

정의 공기 또는 비말핵 기침시 가래방울속에 섞여 나온 균 등을 매개로1. : ( )

호흡기를 통해 전염되는 감염병 예 결핵 수두 홍역 등( , , )

호발직종 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임상병리사 보육원 교사 등2. : , , , ,

전파경로 질환자의 위액 척수액 소변 가래 등과 함께 배설된 병원체가 공기3. : , , ,

중에 떠다니다가 다른 사람에게 흡입됨으로써 감염

공기매개감염병 환자와 접촉하는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보호마스크○

지급 격리실에서 환자시술 등의 조치를 취하고,

감염병 노출근로자에 대하여는 면역상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예방접종을－

실시토록 하여야 함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병※

정의 동물의 배설물 등에 의하여 전염되는 감염병과 가축 또는 야생1. :

동물로부터 사람에게 감염되는 인수공통감염병 예 쯔쯔가무시증( ,

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출혈열 탄저병 브루셀라증 등, , )

호발직종 농부 하수 청소부 광부 수의사 축산업자 군인 등2. : , , , , ,

전파경로 감염동물의 배설물 등에 접촉하거나 감염동물을 가지고 만들어진3. :

생산품을 흡입 또는 섭취하는 경우 감염

곤충 및 동물매개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긴소매긴바지 작업복 착용,○ ․
작업장에서의 음식물 섭취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

고위험작업 수행근로자가 고열 오한 두통 피부발진 등의 증상을- , , ,

보이는 경우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하여야 함

라 보건규칙 제 장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등. 11 【 】

야간작업을 포함하는 교대작업 차량운전 정밀기계의 조작 및 감시작업, ,○

등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 제 조, ( 259 )

－ 직무스트레스 요인평가 및 개선대책 마련 작업계획수립시 당해 근로자 의견,

반영

－ 작업과 휴식의 적정배분 등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 개선 복지차원의,

지원 직무스트레스 요인 등에 대한 근로자 주지 및 주기적인 뇌혈관 및,

심장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및 건강증진프로그램 시행

직장에서의 뇌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발병위험도평가 및 사후관리지침※ ․
참조(KOSHA CODE H-11-2004)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함

휴게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장소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함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비치하여야 함

야간에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수면을 취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적당한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장소를 남녀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함



의료법중 산업안전보건 주요내용3.

의료법 근로자 안전보건 관련 주요내용「 」中

제 조 세탁물 처리16 ( ) ①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세탁물은 의료인 의료기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에게 신고한 자가· · ( . )

아니면 처리할 수 없다.

제 항에 따라 세탁물을 처리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1②

따라 위생적으로 보관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 .

③제 항에 따른 세탁물을 처리하는 자의 시설 장비 기준 신고 절차 및1 · ,

지도 감독· , 그 밖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의료기관 세탁물관리 규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 호( 420 )

제 조 감염 예방 교육8 ( ) 의료기관과 처리업자는 세탁물 처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연①

시간 이상 감염 예방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4 .

의료기관과 처리업자는 제 항에 따라 감염 예방에 관한 교육을 하였을 때에는 그1②

결과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의료기관과 처리업자가 제 항에 따른 교육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1③

시장 군수 구청장은 보건소장이나 관련 단체로 하여금 그 교육을 하게 할 수 있다· · .

제 조 준수사항36 ( ) 제 조제 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33 2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1.
2.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
의료기관 및 요양병원의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3.
고가의료장비의 설치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4. ·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5.
급식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6.



의료법 시행규칙

제 조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35 ( ) 의료기관은 환자와 의료관계인 기타 의료기관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화재나 그밖의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1.

방충방서세균오염의 방지에 관한 시설2. ․ ․
채광환기에 관한 시설3. ․
전기가스 등의 위해방지에 관한 시설4. ․
방사선 위해방지에 관한 시설5.

기타 진료과목별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시설6.

제 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37 (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 운영하려는·①

의료기관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

신고하여야 하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기준에 맞도록

설치 운영· 하여야 한다.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②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아야 하며,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 피폭관리( )를

하여야 한다.

제 항과 제 항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범위 신고 검사 설치 및1 2 · · ·③

측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 호( 105 )☞ 『 』

제 조47 병원감염 예방(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①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의 장은

병원감염예방을위하여감염대책위원회를설치 운영· 하는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제 항에 따른 감염대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1 ,②

관하여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 조 감염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43 ( ) 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병상이47 1① 개 이상인300

종합병원의 장은 병원감염예방을 위하여 감염대책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 를( " " )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심의한다 개정. < 2005.8.12>②

병원감염에 대한 대책 연간 감염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1. ,

감염관리요원의 선정 및 배치에 관한 사항2.

전염병예방법 에 따른 전염병환자 전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의 처리에 관한3. ,「 」

사항

병원의 전반적인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4.

병원감염관리에 관한 자체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5.

병원감염관리실적의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6.

직원의 감염관리교육에 관한 사항7.

감염과 관련된 직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병원감염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9.

제 조 위원회의 구성44 ( ) 위원회는 위원장 인을 포함한 인 이상 인 이하의 위원으로1 7 15①

구성한다.

위원장은 당해 종합병원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에 해당하는 자와 당해 종합병원의 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한다1 .③

부원장 또는 진료부장1.

수술부장 또는 수술과장2.

간호부장 또는 간호과장3.

진단검사의학과장4.

감염관련의사 및 당해 종합병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5.

제 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하되 그 임기는 해당 부서의 재직기간으로3④

하고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한다, 2 .

제 조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조치46 ( ) 법 제 조제 항에 따라47 2 해당 종합병원의 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감염관리실을 설치하고 감염관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두어야,

한다.



근골격계질환 예방.Ⅲ

근골격계질환 이란1. ?

근골격계질환 이란 반복적인 동작(musculoskeletal disorders, MSDs) ,

부자연스런 작업자세 과도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 진동 및, , ,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근육 신경 혈관 관절 인대 등의 조직이 손상되어, , , ,

나타나는 건강장해를 총칭한다

근골격계질환 발생 원인2.

근골격계질환은 반복적인 동작 등과 같은 직접적인 원인과 종사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성 체력 숙련도 등 및 심리적 특성 그리고 업무량 업무시간( , ) , ,

업무스트레스 등 촉진 요인 등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주요 발생 원인은 부자연스런 작업자세 과도한 힘 반복성 작업의㉮ ㉯ ㉰ ㉱ 지속시간

진동또는온도 심리적요인 개인적특성등이원인이되어㉲ ㉳ ㉴ 발생한다.

근골격계질환 증상3.

근골격계질환 증상은 매우 다양하며 구분하기가 애매한 경우가 많으나 특히,

통증 민감함 쇠약함 부어오름 무감각함 등의 증세를 보이게 되는데 이러한, , , , ,

증세는 일반적으로 다음 세 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

단계 작업 시간 동안에 통증이나 피로함을 호소한다 그러나 하룻밤을 지내1 : .

거나 휴식을 취하게 되면 아무렇지도 않게 된다 작업 능력의 저하가 발.

생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상황은 몇 주 몇 달 동안 계속될 수 있으며 다. ,

시 회복할 수 있다.

단계 작업 시간 초기부터 발생하는데 하룻밤이 지나도 통증이 계속된다 통2 : .

증 때문에 잠을 방해받으며 반복된 작업을 수행하는 능력이 저하되고, ,

몇 달 동안 계속된다.

단계 휴식을 할 때에도 계속 고통을 느끼게 되며 반복되는 움직임이 아닌3 : ,

경우에도 발생하게 된다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이 계속되며 낮에.

도 작업을 수행할 수가 없게 되어 다른 일에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의료기관 부서 직종 별 인간공학적 유해위험요인4. ( ) ․
부서 직종 별 인간공학적 위험요인( )■

가 중앙공급실의 작업내용 및 위험요인.

세척 포장작업시 반복적으로 팔을 뻗는 작업 장시간 서서하는 작업, ,◦
살균할 물품의 분리작업시 어깨높이 이상으로 물건을 들어 올리는 작업◦
수술용 집기묶음의 고열 소독시 무거운 운반 카트를 밀거나 끄는 작업◦
수수용 집기묶음을 인력에 의해 들어서 투입구에 넣는작업 등◦
전용리프트가 없거나 소독기 투입구 높이와 맞지 않는 경우( )

위험요인 중량물취급 부자연스런자세 및 동작 정적작업: , ,￭
소독기 투입구에 수술용 집기묶음을 넣는 동작< >



나 중환자실 응급실의 작업내용 및 유해요인. ,

의식이 없는 환자의 체위 변경 시 무리한 힘을 사용하거나 손에 강한◦
힘을 주어 두드리는 등의 작업

환자를 병실 또는 수술실로 이송 시 환자를 들어서 옮기는 작업◦
환자에 주사 인젝션 및 혈압체크 시 낮은 침대높이로 인해(injection)◦
허리 굽힘 등의 부자연스런자세 및 정적자세 발생

환자가 누어있는 상태에서의 시트교체 작업◦
응급실 중환자실 에서의 환자 석션 및 수술 장비 셋팅 작업 등( ) (suction)◦
위험요인 환자운반 부자연스런자세 및 동작 중량물취급 밀기: , , ( )￭

응급실 중환자실의 유해위험작업< , >․

환자이송 혈압체크 병실 응급실( , ) 환자체위 변경

환자 흡인간호 수술장비 셋팅 시트교체 병실 응급실( , )



다 물리치료실의 작업내용 및 유해요인.

환자를 들어 올리거나 팔을 뻗쳐 물리치료시 어깨 허리 부위에 부담을,◦
주는 부자연스런 작업

초음파장비를 이용한 물리치료 작업◦
슬링 등 물리치료 장비 또는 인력에 의한 신체부위별 물리치료 작업◦
척추부위 물리치료를 위한 수동 작업◦
휠체어 환자를 들어 눕히는 작업 등◦
위험요인 환자운반 부자연스런자세 및 동작 과도한 힘 사용: , ,￭

물리치료실의 유해위험작업< >․



라 방사선과의 작업내용 및 유해요인.

촬영을 위해 환자를 들어 올리거나 팔을 뻗어 장비 조작작업X-Ray◦
이송용 장비를 밀고 당기는 작업X-Ray◦
위험요인 환자운반 부자연스런자세 및 동작 중량물취급 밀기: , , ( )￭

방사선과의 유해위험 작업< >․

마 수술실의 작업내용 및 유해요인.

수술시간동안 딱딱한 바닥에 장시간 서서 정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작업◦
장시간 고개를 숙이고 아래를 내려다보는 부적적한 자세◦
수술장비 씨암 등 조작시 부자연스런자세 발생( )◦
수술기구를 놓는 작업대 높이가 낮아 허리굽힘 등 부자연스런 발생◦
위험요인 정적자세 부자연스런자세 및 동작 환자운반 들기: , , ( )￭

수술실의 유해위험 작업< >․



바 임상병리실 검사실 의 작업내용 및 유해요인. ( )

시료 전처리 작업시 손과 손목을 사용하는 반복작업 및 정적자세 유지◦
정밀실험 분석시 직무스트레스 발생,◦
위험요인 정적자세 반복작업 직무스트레스: , ,￭

임상병리실 검사실 의 유해위험 작업< ( ) >․

사 시설원무 전산실 병원내 인력운반 작업의 작업내용 및 유해요인. , ,․
원무 의무기록의 전산작업시 및 사무작업 차트관리, VDT ,◦
수액박스 이동작업시 무리한 힘에 의한 근골격계질환 발생◦
각종 주사제 등 인력운반 작업◦
탕제실에서 한약재 이동 및 적재작업◦
위험요인 정적자세 부자연스런자세 및 동작 환자운반 들기: , , ( )￭

시설원무과 전산실 병원내 인력운반시 유해위험 작업< , , >․ ․



아 병원내 세탁부의 작업내용 및 유해요인.

젖어서 무거운 세탁물을 들기 운반 밀기 당기기 등 중량물 취급작업, , ,◦
세탁물 다림질 작업 시 반복작업◦
위험요인 중량물취급 부자연스런자세 및 동작 반복작업: , ,￭

병원내 세탁부의 유해위험 작업< >․

자 병원내 식당의 작업내용 및 유해요인.

식자재 음식재료 등의 취급 시 중량물 취급 들기 운반 등 작업, ( , )◦
팔뻗기 및 빠른 속도로 손과 손목을 사용하는 단순반복 작업◦
자르기 다지기 국자로 뜨기 등( , , )

식기세척 시 장시간 쪼그려 작업 시 부자연스런자세 및 반복 작업◦
미끄러운 바닥위에서의 작업◦

위험요인 중량물취급 반복 작업 부자연스런자세 및 동작: , ,￭
병원내 식당의 유해위험 작업< >․



유해위험작업별 인간공학적 개선방안5. ․
가 환자이송 작업실태 및 개선방안.

작 업 명 환자이송

주요 유해요인 및 문제점

과도한 힘 부자연스런 자세,•

환자 이송 작업 시 스트레쳐카와 침대 시트 높이가 달라 환자들 드는 동작 발생- /

명의 환자를 명의 의료진이 이송작업 수행- 1 1~2

스트레쳐카 및 침대 폭 넓이 등으로 인해 과도한 뻗침 허리굽힘 등 발생- ,

반복성•

평균 회 일 환자이송작업 반복- 200~250 /

접촉스트레스•

침대 모서리와 신체 접촉으로 인한 스트레스-

개선대책

❍ 과도한 힘과 허리 굽힘 팔 뻗침 등 부자연스런 자세를,

줄일 수 있도록 높이 조절이 가능한 스트레쳐카 또는

침대 시트를 제공하여 들기 동작 대신 보다 적은/

근력을 필요로 하는 밀기나 당기는 동작으로 작업한다.



개선대책

미끄럼 매트< >

슬라이딩 보드< >

보다 쉽게 환자 이송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조기구 슬라이딩 보드 미끄럼 매트 등의 보조 도구, ,

사용을 고려한다.

❍ 환자를 이송할 때 인 인이 조로 다음과 같이 이송2 -4 1

환자를 침대 가운데에 위치시켜 침대 바닥시트를•

잡기 편한 두께로 돌돌 말아 잡고 구령 하나 둘( , ,

셋 을 붙여가며 동시에 들어 올린다) .

목이나 몸 전체를 가누기 힘든 환자를 들어 올리는•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 함께 한다.

• 들것 구호장비 의 측면을 손전체로 잡고 구령을( )

붙여가며 동시에 들어 올린다.



나 휠체어 태우기 작업실태 및 개선방안.

작 업 명 휠체어 태우기

주요 유해요인 및 문제점

과도한 힘 부자연스런 자세,•

움직임 거동이 불편한 환자- /

각도 조절이 불가능한 침대로 인한 환자와의 접근성 낮음-

개선대책

전동 리프트< >

❍ 침대와 휠체어 간 환자 이송 역시 보조도구 슬라이딩, (

보드 전동리프트 높낮이 조절식 침대 리프트 휠체어, , ,

등 사용을 통해 근력 부하 및 스트레스를 최소화한다) .

높이 조절식 휠체어< >



다 환자이송 체위변경 작업실태 및 개선방안. /

작 업 명 환자 이송 체위변경/

주요 유해요인 및 문제점

과도한 힘 부자연스런 자세,•

넓은 침대 폭 환자 무게 등으로 부자연스런 자세 및 과도한 힘 사용- ,

낮은 침대 높이-

대상이 환자라는 특수성-

반복성•

매 시간 마다 회 이상 일 평균 회 환자 체위변경- 2 1 , 1 3~4

개선대책

환자 이송을 돕는 보조 도구(Padded transfer/Gait❍
를 사용한다belt) .



라 중앙공급실 작업실태 및 개선방안.

작 업 명 수술비품 투입

주요 유해요인 및 문제점

과도한 힘•

수술비품 무게 포대- : 5~30kg/

소독기 투입구 높이와 대차 높이 차이로 인해 들기 동작 발생-

부자연스런 자세•

소독기 측면에 서서 넣는 작업 시 허리 목 비틀림 및 옆으로 기울림 동작 발생- /

개선대책

높이 조절이 가능한 대차를 사용한다.❍
들기 동작 대신 근육 부하가 적은 미는 동작으로•

작업



마 물품 취급작업 실태 및 개선방안.

작 업 명 물품취급작업

주요 유해요인 및 문제점

과도한 힘•

약제실 수액실 비품실 등 인력에 의한 물품취급 작업- , ,

부자연스런 자세•

협소한 적재 공간으로 인하여 바닥부터 머리 위 까지 적재 작업 시 허리 다리- ㆍ

굽힘 비틈 팔 뻗침 등 발생/ ,

개선대책

❍ 무거운 물품 등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 시 권장

높이에서 들게 한다.

최적 취급 높이 주먹 팔꿈치 높이: ~•

권장 높이 무릎 어깨 높이: ~•

• 가벼운 물건은 낮거나 높은 곳에 무거운 물건은 최적,

높이에 배치한다.

어깨 위에서 물품을 취급해야 한다면 플랫폼 또는•

발 받침대 등을 제공한다.



개선대책

❍ 물품취급작업 시 최대한 몸 가까이 붙여서 들도록 한다.

수평거리는 전완 길이 이내로25cm( )•

❍ 물품취급작업 및 대차 사용 시 가능한 한 근력 부하가

적고 허리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취급형태를,

변경한다.

들기 내리기 보다는 운반/•

운반 보다는 밀기 당기기/•

당기기 보다는 밀기•

손잡이가 달린 용기를 사용하거나 감싸 쥘 수 있도록❍
한다.

• 손잡이가 있으면 들기 능력이 증가4~11.5%

• 손잡이가 없으면 감소11~15%

❍ 다리 근육이 허리 근육보다 강하기 때문에 물품 들기

작업 시 허리를 굽히기보다 다리를 굽혀 작업하여,

허리 근력 부하를 감소시킨다.

요추부 스트레스 감소 효과30~50%•

❍ 회전 또는 비트는 자세는 요추부 스트레스 및 압력을

증가시키므로 절대 허리를 비틀고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지 않는다.



바 병원 내 식당 작업실태 및 개선방안.

작 업 명 조리 및 세척 작업

주요 유해요인 및 문제점

부자연스런 자세•

낮은 조리대 높이 바닥에 쪼그려 앉아 전처리 작업 등 부자연스런 자세- ,

반복성•

전처리 및 조리 세척 작업 시 목 손 손가락 부위 등 반복 동작- , , /

과도한 힘•

식재료 등의 취급 작업 시 무게로 인한 과도한 힘 사용-

개선대책

❍ 신장이 다른 여러 명의 근로자가 동일한 높이의

조리대에서 작업할 경우 그림과 같이 가장 키가 큰

근로자에 맞춰 조리대 높이를 조정하고 키 작은,

사람에게는 높이 조절이 가능한 보조 발판을 제공하여( )

모든 근로자가 권장 작업 높이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한다.

야채 자르기 등의 경 작업 권장 높이 :•

팔꿈치 보다 아래5~10cm

고기 자르기 등의 중 작업 권장 높이 :•

팔꿈치 보다 아래10~25cm



개선대책

과도한 허리 굽힘을 방지하고 작업면과 가까운,❍
위치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왼쪽의 그림과 같이

작업 접근성이 좋은 싱크대를 사용한다.

쌀 씻기 작업 시 허리 목 굽힘 과도한 힘 사용 등을/ ,❍
경감할 수 있도록 높이 기울기 조절이 가능한 받침대/

사용을 검토한다.

❍ 식재료 등 운반하는 작업 시 과도한 힘 사용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이동보조도구 또는 그림과 같은 바퀴

사용을 통해 근육 부담을 줄인다.

조리실의 미끄러운 바닥으로 인한 전도위험 몸 균형,❍
상실로 인한 요통 위험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미끄럼

방지 제품 테이프 이나 신발을 제공한다( ) .



사 원무과 작업실태 및 개선방안.

작 업 명 원무

주요 유해요인 및 문제점

부자연스런 자세•

접수 등 장시간 컴퓨터 작업 시 목 굽힘 손목 꺾임 등 부자연스런 자세 발생- ,

개선대책

모니터 권장 배치❍
수직방향 눈 높이와 모니터는 도 각도 유지: 15•

수평방향 눈 중앙과 모니터 중앙을 일치:•

모니터 거리 :• 눈과 모니터와 거리는 권장60~80cm

팔을 뻗은 상태의 손가락 끝 부분에 위치( )

기타 권장 사항❍
팔꿈치 각도 도: 90~120•

엉덩이 각도 도: 90~120•

무릎 각도 도: 90~130•

좌판높이 무릎 아래:•

등받이는 요추부에 고정•

손목 보호대를 사용하여 중립 자세로(neutral)•

마우스 클릭은 손가락 끝 보다는 두 번째 마디로•



아 기타 응급차량에 대한 작업실태 및 개선방안.

공정명 응급차량 작업명 운반 이동,

현실태 및 문제점

○ 환자 외진 치료시 환자 운반 작업시 들거나

내리는 작업으로 부자연스런 동작 및 중량물

부담 작업이 있음

개선대책 방향/

엠블란스에 사용가능 환자 운반용○

보조설비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하거나

환자를 차량에 옮기는 작업시 인이2

함께 들어 옮기는 방법 필요



감염성질환 예방.Ⅳ

병원체에 의한 감염성질환1.

가 감염 예방의 원리.

병원체 감염이 발생하려면 감염원과 숙주가 존재해야 하며 감염원으로부터

숙주로 병원체가 전파되어야 한다 병원체에 의한 감염질환을 예방하는 방법은.

감염원을 제거하거나 감염원이 숙주에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거나 숙주가, ,

질병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감염원1)

작업장에서 흔히 발생되는 대표적인 병원체 감염원은 다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전파

감염원 숙주

전파2)

병원체에 감염되려면 감염원에 노출되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미생물은 숙주에,

침입하는 경로가 특정하게 정해져 있으며 일부 미생물은 여러 가지 경로로

침입하기도 한다 작업장에서의 감염은 대개 다음과 같은 경로로 전파된다. .

오염된 손이나 손가락 연필 등으로 입이나 코 눈을 만짐, ,①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공기 중에 비산된 감염원을 함유한 비말을 흡입함②

눈 코 입의 점막에 혈액 또는 기타 체액이 튄 경우, ,③

손상된 피부를 통해 미생물이 침입④

피부 관통상 주사침이나 다른 날카로운 기구에 의한 상해를 통해 이( )⑤

생기거나 감염된 동물이나 곤충에 물리는 경우

감염은 사람과 사람사이에서도 감염되지만 동물에서도 감염되는데 이를

인수공통 감염증이라 한다.



숙주3)

손상되지 않은 건강한 피부와 구강 기도 소화기관의 점막은 병원체로부터 몸을, ,

보호하는 보호막이다 피부와 점막의 세포들과 여기서 분비되는 물질은 병원체로부터.

인체를 보호하는 첫 번째 방어선이 된다 미생물이 이 방어선을 넘게 되면 신체의.

면역체계가 방어에 나서게 된다 발열이나 홍반 등 감염질환이 발생 할 때 나타나는.

증상과 증후는 이러한 방어 작용의 결과이다 기존의 질환 때문에 면역력이 약한 사람 등.

어떤 사람들은 감염에 더 민감할 수 있으므로 감염 위험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경우

적절히 보호되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어린시절에 병을 앓아서 자연적으로 질병에 대한.

면역력을 획득하고 있거나 백신 접종 등을 통해 면역력을 획득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나 병원체에 감염되기 쉬운 작업은. ?

직접적으로 병원체를 항시 다루는 미생물 관련 실험실 작업 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업무에서 병원체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 유해요인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유해요인의 유무를 확인하고(hazard identification),

노출가능성을 포함한 위험성 평가 가 필요한데 병원체 감염에(risk assessment)

대한 위험성 평가에서도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다.

병원체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업무는 크게 사람과 접촉으로 인해 감염위험이

발생하는 업무 동물과 접촉하여 감염위험이 발생하는 업무 기타 감염성, ,

폐기물과 접촉될 위험이 있는 업무로 나눌 수 있다 표 참조( ).

사람이나 동물과의 접촉을 통해 감염위험이 발생되는 업무는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경우 사람이나 동물의 폐기물에 접촉되는 경우 날카로운 물체에,

손상됨을 통해 감염이 발생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분류를 살펴보면 의료기관에서 수행되는 업무 중 환자 진료와 관련된

의사나 간호사 인체 시료를 실험 보관 하는 업무를 하는 실험실 및 병리실, ,

근로자 뿐 아니라 세탁 청소 수리 등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도 병원체에 노출될, ,

위험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수행되는 진료나 비진료 업무와.

함께 경찰 교도관 폐기물 수집 문신 기술자 미용사 농부 도축업, , , , , , , 육류가공,

사육사 장의사 등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감염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 .

그 외에 토양에 상재해 있는 균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공원 관리자 청소부 공공, ,

화장실 청소부 소독 업무 종사자 묘지 관리자 수로 청소 정원사 등도 피부의 손상을, , , ,

통해 균에 노출될 위험이 있으며 금속가공유나 플라스틱 성형 공조기 설치 관리유지, , ,

배관공 등은 분무된 감염성 비말을 통해 다양한 병원균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구 분 작 업 감염 원 업무의 종류

직 접 적 으 로

물리적인 접촉이

있는 업무

사람과

의 접촉

세척 소독 수유 등, ,

감염성 질환자

개인을 다루는 일

직 접

피 부 접 촉 ,

감염성 비말,

체 액 ,

인체폐기물

의사 간호사 가정간호 시설, ,

간호인력 장의사,

예상치 못하게 침에

노출되거나 물리고, ,

긁히는 업무

체액 혈액,
의사 간호사 사회사업가, , ,

경비업무 경찰 교도관 등( , )

동물과

의 접촉

사료 주기 축사,

청소

직 접 적 인

피 부 접 촉 ,

감염성 비말,

체액 동물,

폐기물

농부 수의 관련 업무 개 고양이, , ,

사육장 동물 보호소 동물원 관리자, ,

폐 기 물 과

접촉하는 업무

사람과

의 접촉

인체 폐기물이나

그에 오염된 물건과

직접 접촉 세탁( ,

의류관리 등)

인체 폐기물
간호사 세탁부 운반부 응급의료, , ,

지원 인력 청소부 폐기물 수집부, ,

혈액에 오염된

물건들 소독용 물품(

등 과 접촉)

혈액

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운반부, , , ,

응급의료 지원 인력 청소부 폐기물, ,

수집부

동물과

의 접촉

동물 폐기물이나

그에 오염된

물질 짚이나 육류 에( )

접촉

동물 폐기물

농부 수의관련 근로자 개 고양이, , ,

사육장 동물 보호소 동물원 관리자, , ,

도살업 양계장 관리,

혈액에 오염된

물 질 소 독 용(

제품들 이나 육류에)

접촉

혈액 수의사 도살업 양계장관리 육류가공, , ,

피 부 의

절상이나 자상을

입을 수 있는

업무

사람과

의 접촉

예측 가능한 발생 혈액

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응급의료, , ,

지원자 사체 처리 업무 방부처리, , ,

문신 침술 피어싱, ,

우연한 사고 미용업 이발사,

동물과

의 접촉

예측 가능한 발생 혈액
수의 관련 업 도살업 양계장, , ,

육류가공

우연한 사고 농부 수의업,



구 분 작 업 감염 원 업무의 종류

오염된 날카로운 물체와

직접 접촉하는 업무

주사바늘이나 깨진 유리

등에 접촉
혈액

가정 간호 업무 폐기물 수집 자동차, ,

수리 청소 공공 운송기구나 공원, ( ,

도로 청소)

인체 폐기물로 오염된

장소에서 행해지는 업무

직접 접촉
인체

폐기물
폐기물 처리업 배관 설치 수리, ,

물을 분사하거나 닦는 등

분무되거나 분진이 발생될

수 있는 업무

감염성

비말
폐기물 처리업 공공 화장실 청소,

동물의 폐기물로 오염된

장소에서 행해지는 업무

직접 접촉
동물

폐기물

수중 스포츠 교사 수로 청소, ,

산림관리 지역 공원 관리 지역, ,

환경관리 소독 정원관리 공원 경비 등( , , )

물을 분사하거나 닦는 등

분무되거나 분진이 발생될

수 있는 업무

감염성

비말
지역 환경 서비스 소독 업무 등( )

직접 노출

토양 파상풍 균 묘지 업무 수로 청소 정원사, ,

분무된 물에 노출
레지오넬라

균

금속가공 플라스틱 성형 공조기, ,

설치 기술자 배관공,

건초나 밀짚에 노출
아스페로질로

스 균
농부 가축,

다 흔한 감염원과 그에 따른 직업성 감염질환.

감염원에 따라 흔히 발생되는 직업성 감염질환은 아래표와 같다.

사람 또는 그 분비물과의 접촉을 통해 주로 감염되는 질환은 바이러스성

간염 형 출혈성 대장염 결핵 등이 있다 형 간염은 주로 혈액과(A, B, C ), , . B, C

체액을 통해 감염되지만 형 간염과 바이러스성 장염 살모넬라증 시겔라증A , ,

등은 폐기물 분뇨 등의 오물을 통해 감염된다 결핵은 감염성 비말을 통해, .

감염되며 피부 접촉이 빈번히 있는 경우 곰팡이 증이 일종인 백선증이 생길 수,

있다.

동물 또는 그 분비물을 통한 감염은 동물의 종류에 따라 질환이 차이가 난다.

동물은 가축이나 애완동물 및 야생 동물로 나눌 수 있는데 말은 주로

살모넬라증 소는 우형 결핵을 감염시킬 수 있다 소 양이나 염소는 모두 열, . , Q ,

살모넬라증 시겔라증 등을 일으킨다 돼지는 특히 포도상구균 감염을 흔히, .



감염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외 가금류의 경우 클라미디아증이 많으며. ,

개나 고양이는 톡소플라즈마증을 감염시킨다.

야생동물로는 쥐가 렙토스피라증을 비둘기가 살모넬라증과 클라미디아증을,

일으킬 수 있다.

토양 분무된 물을 통해 감염이 일어나는 경우는 주로 파상풍 레지오넬라증, ,

등이 잘 알려져 있다.

구 분` 감 염 원

감염원별
혈액 체액, ,

기타 인체 조직

폐기물

분뇨 소변 등( , )

심각한

피부 접촉

감염성

비말

사람 접촉

형 간염B ,

형 간염C ,

감염HIV

바이러스성 장염,

세균성 장염 시겔라증( ),

살모넬라증 형 간염, A

백선증 결핵

동물

가축( /

애완동물)

말 살모넬라증 백선증

소

우형 결핵

리케챠 감염

큐열( )

렙토스피라증

큐열 살모넬라증,
백선증 우형 결핵

양 염소, 클라미디아증
렙토스피라증 큐열, ,

톡소플라즈마증

돼지 포도상구균증 백선증

가금류
클라미디아증

캄필로박터증

캄필로박터증

살모넬라증

클라미디아

증

고양이 톡소플라즈마증 백선

개
톡소카리아증

렙토스리라증
백선

앵무새 등 클라미디아증

동물

야생동물( )

쥐 렙토스피라증

비둘기 등

조류
클라미디아증 살모넬라증

클라미디아

증
파충류

양서류
살모넬라증

환경성

미생물

토양 파상풍 토양( )

설비 레지오넬라증 자연 또는 인공 급수 시스템 공조 시설( , )

진드기 라임 병 동물이나 식물의 진드기( )



감염성질환의 종류2.

가 혈액매개 감염병.

혈액을 매개로 하여 타인에게 전염되어 질병을 유발하는 질환들을 말하며

가장 중요한 혈액매개질환은 형 간염 형 간염 등이다B , C , HIV .

혈액 감염1)

가 일반적으로 발생 가능한 노출경로)

비경구적 노출(parenteral exposure)①

오염된 주사침이나 날카로운 물체에 찔리거나 베이는 사고

점막에 노출(mucous membrane exposure)②

환자 혈액이나 체액 또는 이의 분무가 직원의 눈 코 입에 튀는 경우, , ,

피부노출(cutaneous exposure)③

베이거나 피부가 벗겨졌거나 피부염 등으로 손상이 있는 피부가 혈액이나,

체액과 접촉하였을 경우

기타④

위에 열거되지 않은 경로에 의하여 감염원에 노출되는 경우 물리는 사고(

등)

나 혈액을 매개로한 감염이 전파될 수 있는 체액의 종류)

감염의 가능성이 있는 것①

혈액 정액 질 분비물 모유 조직 뇌척수액 늑막액 복막액 양수 기타, , , , , , , , ,

혈액이 섞인 체액은 혈액매개 질환을 전파하는 미생물을 포함할 수 있다.

감염의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없는 것②

대변 콧물 가래 땀 눈물 소변 토물 침 등은 혈액이 섞여 있지 않는 한, , , , , , ,



혈액매개 질환을 전파하는 미생물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감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다 노출된 후의 기본적인 응급처치와 주의사항)

혈액감염병의 종류2)

가 후천성 면역결핍증)

개요(1)

직종은 혈액은행의 임상병리사 혈액투석 응급실 장의사 치과의사 의료기사, , , , , ,

외과의사 등은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uman Immuno-deficiency Virus,

에 감염된 체액에 접촉할 위험성이 크다 전파경로는HIV) .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는 정액 자궁경부 분비물 림프구 혈장 척수액 눈물, , , , , ,

타액 소변 및 젖에서 검출되지만 이들 모든 체액을 통해서,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이 전파되는 것은 아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전파경로는 정액과 혈액을 통해서 감염되는 것이고 자궁경부 분비물을,

통해서도 전파될 수 있다 따라서 동성 또는 이성간의 성교 혈액 또는 혈액성분. ,

제품의 주사 장기이식을 통하여 감염되는 일이 가장 많다 이 밖에, .

약물중독자는 오염된 주사바늘에 의해서 감염된다.

감염에 노출된 후의 조치(2)

오염된 주사바늘이나 날카로운 기구에 피부가 손상을 입었을 때에는

우선적으로 가능한 한 많은 피를 짜내도록 한다 그리고 베타딘액으로.

소독하도록 한다 그리고 점막이나 피부상처에 노출이 된 경우에는 흐르는 물로.

충분히 씻어 내리도록 한다.

노출 후 감염이 의심될 시에는 최선의 방법으로는 치료제를 복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감염 후 년 이내에 거의 사망하며 치료제와 예방백신 등의6

집중적인 연구가 진행 중이지만 확실한 치료법이 아직 없다 몇 가지 약제가.

의 증상을 지연시키며 또 어떤 경우에는 로 감염된 사람의 생명연장에AIDS HIV

희망적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좋은 약제로는.

아지도티미딘 이 있으며 주에서 주간 투여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AZT) , 4 6 .

약제는 임상증상을 개선하는 효과를 보였다 독성은 발현되지만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약제임에는 틀림이 없다.

예방관리(3)

가 관리지침( )

감염자를 진찰하거나 간호할 때 장갑을 착용할 필요는 없으나HIV ,①

접촉전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 그러나 감염자의 점막 손상된. ,․
피부 또는 체액과의 접촉이 예상될 때에는 반드시 장갑을 착용해야 하며, ,

특히 손에 상처가 있는 의료인이나 병원직원은 필히 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또한 장갑을 벗은 후에도 손을 씻어야 한다.



가운은 노출된 피부나 옷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입도록 한다 특히.③

침습적 시술중 감염자의 혈액이나 체액이 튀거나 묻을 가능성이 있고 또는

수포발생이 예상될 때에는 반드시 가운 보안경 마스크 모자를 착용해야, , ,

한다 보안경은 양측면이 막혀있는 안경이 효과적이다. .

의료인은 감염자의 처치시 주사바늘 수술용 칼 기타 예리한 기구로HIV , ,④

상처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주사조작 시에는 반드시 장갑을.

착용하여야 한다 조작 후에는 절대로 주사바늘 뚜껑을 덮거나 주사바늘을. ,

구부리거나 주사기로부터 분리시키려 하지 말고 그대로 표면이 견고한, ,

붉은색의 일회용 지정용기에 버린다 지정용기는 시술자의 바로 옆에.

놓아두며 이상 차면 폐기한다, 2/3 .

감염자의 혈액이나 체액이 주변에 묻었을 때에는 즉시 장갑을 끼고 종이⑤

타월로 닦은 후 다시 비눗물로 닦고 마지막으로 소독한다.

오염된 재사용 물품은 오염된 유기물을 제거한 후 새지 않는 용기에 넣어⑥

중앙공급실로 보내 소독과 재사용을 위한 처리를 한다.

감염자의 감각기능을 검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핀 또는 바늘은 오직HIV⑦

일회만 사용해야 하며 사용 후에는 표면이 견고한 붉은색의 일회용,

지정용기에 넣어서 폐기한다.

감염자에게 기회감염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염자 관리지침과 함께HIV HIV⑧

기회감염에 준한 격리지침이 시행되어져야 한다.



식사는 재사용하는 보통식기로 제공할 수 있다 환자의 식사에 특별한.⑨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

의료요원 중 심한 상처나 수포성 피부염을 갖고 있는 사람은 감염자를 직접⑩

간호하거나 보조하거나 또는 오염된 기구를 다루지 못하도록 해야한다.

나 주사바늘 관리( )

나 형 간염) B

병원체 및 임상증상(1)

형 간염의 전파는 주로 양성자 또는 환자의 혈액이나 점막에B HBsAg

노출되는 것에 의해 발생한다.

의료기관의 직원에게 주로 발생하는 형 간염의 전파경로는 다음과 같다B .



일반적으로 감염은 혈액이나 날카로운 기구를 자주 다루는 직종과 관련되어

있다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체액이나 혈액을 다룰 때 적절한 주의사항을.

지켜야 하며 치과의는 특히 보호안경 마스크를 사용하여 눈이나 구강의, ,

점막이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예방관리(2)

주로 직원이 감염되는 대부분의 원인은 침습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으며,

양성인 혈액에 노출되었을 경우 바이러스에 감염될 확률은 에HBeAg , 30%

이른다 감염위험이 높은 집단과 직종은 주로 혈액을 다루는 집단으로 다음과.

같다.

① 근무지 혈액은행 임상병리검사실 치과진료실 투석실 응급실 혈액 암병동: , , , , , / ,

수술장 회복실 등,

직종 치과의 투석실 기술자 검사실 직원 간호사 의사 외과의: , , , , ( ,②

병리의사)

가 감염이 일어나는 경우( )

손상된 조직 등이 오염되었을 경우①

감염관리 방법을 잘 지키지 않은 경우 장갑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등( )②



주사침에 찔리는 것과 같이 예상하지 못한 사고에 의한 경우③

나 예방대책( )

다 형 간염) C

병원체 및 임상증상(1)

혈액을 통하여 전파된 경우의 가 만성간염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고50% .

위험집단은 수혈 받은 사람 약물 사용자 투석환자 등이며 병원직원 중에는, , ,

주로 혈액을 많이 다루는 직원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개인접촉으로.

전파된다는 보고는 없다 만약 경피적 손상으로 노출되는 경우에 걸릴 확률은.

로 알려져 있다3 10% .～

소화기를 통하여 전파하는 경우도 있는데 주로 오염된 음식물이나 물을,

섭취하였을 때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예방관리(2)

기본적으로 전파가 되는 경로는 형간염과 동일하며 혈액을 통하여 전파되는B ,

의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환자의 혈액에 노출되지 않도록Non-A, Non-B

주의하는것 외에 특별한 방법이 없다 만약 경피적으로 노출된 직원의 경우는.

을 투여할 수 있다 노출된 직원은 노출 당시의Immunoglobulin 0.06ml/kg .

에 대한 기본검사뿐만 아니라 노출 주 후에 다시 검사를HCV- antibody 15



해야 한다 그리고 예방대책은 형 간염의 예방책과 동일하다. B .

라 매 독)

병원체 및 임상증상(1)

매독은 에 의해서 유발되며 이 세균은 길이Treponema pallidum , 5 20 ,～ ㎛

폭 의 나선형이며 회전수는 개정도로 생체 이외에서는0.2 0.5 8 14～ ㎛ ～

증식하지 않는다 매독균은 열에 매우 약하여 에서 시간이면 사멸한다. 40 3 .℃

성병의 하나인 매독은 임질보다 잠재적으로는 훨씬 더 심각하지만 병리생물학적

성질의 차이 때문에 쉽게 예방이 이루어지고 있다.

매독의 증상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상처가 없는 피부를 통과하지 못하므로,

대부분의 초기감염은 표피층의 작은 상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남자 여자. ,

모두 생식기 등에 주로 초기 감염이 일어나며 전체 감염 중 약 정도가, 10%

생식기 외의 감염이며 주로 구강부위이다 임신 기간 동안 감염된 임산부로부터.

태아에게로 병원성 세균이 전달될 수 있으며 이렇게 해서 일어난 태아의 질병을

선천성 매독이라고 한다.

치료(2)

매독의 치료는 가 가장 좋은 약품으로 인정되고 있으며Penicillin G ,

제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나Penicillin Tetracycline

이 사용되고 있다Erythromycine .

질병 초기에서는 일 주 사이에 걸쳐 주사를 반복함으로써 쉽게 제어할 수1 2～

있지만 제 기 및 제 기에서는 훨씬 오랜 기간 동안 치료해야 한다, 2 3 .

나 공기매개 감염병.

개요1)

공기에서 발견되는 미생물들은 흙 물 식물 동물 사람 또는 다른 곳으로부터, , , ,

유래하지만 공기는 대개 미생물의 증식에 적당한 배양기는 되지 못한다 실외, .

공기에서는 흙에서 유래한 미생물들이 많으며 실내의 미생물은 실외의,

공기보다 상당히 많고 주로 사람의 호흡기에서 흔히 발견된다 실외에서.

발견되는 대다수의 공기매개성 미생물 의 근원은(Air borne microorganism)



흙이며 실내에서의 공기매개 미생물의 주요 근원은 사람의 호흡기에서,

유래된다 이 대부분의 미생물은 공기 중에서 잘 생존하지 못하여 적당한.

서식처인 다른 사람으로의 효과적인 전파는 짧은 거리에 한해서 일어난다.

그러나 포도상구균 연쇄상구균과 같은 병원성 세균은 건조한 상태에서도 매우,

잘 생존하여 오랜 기간 동안 먼지 속에서 생존할 수 있다.

재채기 하는 동안 비말의 이동속도는 약 이며 기침을100m/s(200mile/h)

하거나 크게 이야기 할 때는 정도 된다 한번 재채기 할 때의 세균16 48m/s .～

숫자는 까지 다양하다 비말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수분은10,000 100,000 .～

공기 중에서 빨리 증발하고 세균세포가 부착하는 점액 내에서 핵만이 남게,

된다.

이처럼 많은 종류의 병원성 세균이 공기를 통해 전파되기 때문에 호흡기에

침범하는 세균들은 주로 그람양성 세균들이다 초기 세균성 호흡기 감염에 이어.

생기는 이차적인 문제들은 종종 매우 심각하므로 신속하게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 숙주 조직 손상을 방지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다행스럽게도 대부분 호흡기.

병원성 세균은 항생제 치료로 잘 치유되며 백신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하다.

오염된 공기는 먼지 연무 흄 미스트 가스 연기 스프레이 혹은 증기의, , , , , , ,

형태로 발생될 수 있다 이렇게 발생된 오염물질은 호흡기를 통해 전염될 수.

있다 공기 매개 감염병으로 가장 중요한 질병은 결핵을 들 수 있다. .

공기 감염병의 종류2)

가 결 핵)

병원체 및 임상증상(1)

숙주인 사람과 결핵균의 상호작용은 지극히 복잡해서 균주의 독력에 의해



일부 결정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숙주의 특이적 비특이적 저항성에 의해서, ,

결정된다 이 질병의 증상발현에는 세포 매개성 면역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사람의 결핵은 원발성과 속발성으로 구분하는 것이 편리하다 원발성 감염은.

어떤 개인에게 첫 번째로 감염되는 것을 말하며 주로 호흡기 결핵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살아있는 결핵균을 포함하는 비말을 흡입함으로써 발생한다.

결핵환자의 객담으로 오염된 먼지 입자들이 또 다른 원발성 감염의 원인이

되어 폐에 정착하여 증식하면서 결절이라고 하는 결핵의 특징인 활성화된,

식균세포의 응집체를 형성한다 저항성이 낮은 소수의 사람에서는 결핵균이.

효율적으로 제어되지 못하여 급성 호흡기 감염이 발생 할 수 있으며 광범위한

폐조직의 파괴가 일어나고 신체의 다른 부위로 세균이 확산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급성감염은 발생하지 않고 만성으로 진행되며 초기,

감염된다.

치 료(2)

결핵의 화학요법은 환자발생을 억제하는데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화학요법이 처음으로 성공한 것은 스트렙토마이신이 소개되면서부터 이었지만,

결핵 치료의 진정한 혁명은 마이코박테리아에 매우 특이적인 니코틴아미드

유도체인 이소니코틴산하이드라지드 의 발견이다 이 약제는 효과가 높고(INH) .

무독성이며 값이 싸서 경구투여 시에도 쉽게 흡수된다 일단 결핵으로 진단되면.

최소 개월에서 개월까지 종 이상의 항결핵제로 병용하여 치료하며 에3 6 2 , INH

대한 저항성은 잘 일어나지 않는다.

예방관리(3)



가 환자의 색출( )

환자와 접촉한 사람 또는 접촉할 기회가 많은 사람 간호사 방사선사 수련의( , , ,

계속적으로 기침을 하거나 호흡기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 등 고위험자 을)

대상으로 투베르쿨린 검사 결과가 음성인 직원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검사를

반복 실시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고위험집단에 대해서는 매 개월마다 검진하면, 6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

나 예방 화학적 방법( )

투베르쿨린 반응의 양성반응자 및 결핵이 걸릴 위험이 높은 사람은 예방적으로

항결핵화학요법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감염의 위험성과 투베르쿨린. ,

반응에 따라 를 매일 회씩 개월 동안 투여한다INH 1 6 12 .～

라 공기 중의 결핵균 관리( )

결핵은 공기 전파하므로 결핵균이 공기중에 배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함부로 가래를 내뱉지말 것은 물론이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

할 때 코와 입을 손수건으로 막는 것만으로도 포말핵의 형성되는 수량을 줄일

수 있고 또한 공기 중에 나오는 결핵균의 수를 줄일 수 있다 또한 환자의.

실내공기를 환기하여 태양광선에 의해서 살균되게 하는 것도 유용한 방법이다.

실내 또는 환기통의 공기에 자외선을 조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마 의료인의 결핵예방( )

병원에서는 결핵이라고 의심되지 않는 환자가 객담 혹은 기도분비물 중에

균을 배출하거나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고 있을 때 감염이 일어나기 쉽다.

결핵환자로부터 감염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항상 결핵을 의심하고



적절한 예방대책을 실시하는 것이 좋다.



바 근로자 관리( )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정기적인 직원 검진을 실시하고 검사시 결핵과 관련한.

증상을 기록하고 흉부방사선 검사소견을 기록 관리한다 그리고 과거에.

양성반응이나 활동성질환을 앓았던 사람에 대해서는 적절하고 완벽한 치료를

받았는지를 서류로 입증하게 하고 미비 시에는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한다.

영안실 근무자에 대해서는 매년 결핵의 증상을 다시 주지시키고 만일 결핵

증상이 나타날 경우 조기에 보고하도록 강조하여 교육시켜야 한다 효과적인.

의료인 보호를 위해 감염환자의 격리 및 적절한 환기도 필요하며 결핵환자에게,

노출될 기회가 많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개월마다 흉부 방사선6

검사를 하여 감염여부를 확인하고 감염이 확인되면 조기 치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결핵 증상이 발견된 직원이 있으면 적절한 치료제를 투약하며.

결핵이 치료되어 전파력이 없어질 때까지 병원근무를 제한한다 그리고.

결핵환자에 대한 직원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사 환자와 접촉한 근로자의 감염예방( )

활동성 폐결핵환자와 아무런 보호조치가 없이 빈번하게 그리고 밀접하게

접촉한 환자나 근로자는 결핵이 생기지 않았는지 검사하여야 한다 즉 활동성.

폐결핵 환자와 하루에 분 이상 접촉하고 이 때 결핵균을 흡입할 만큼 가까운15

거리에서 일을 한 경우가 해당된다.

나 홍 역)

병원체와 임상증상(1)

홍역은 공기에 의해 전파되어 목과 코를 통해서 체내로 들어간 후 신속하게

전신성 바이러스 혈증을 일으키고 진전됨에 따라 열과 기침이 심해지며 발진이

나타난다 홍역 바이러스는 어린이에게 급성이면서 강한 전염성이 있는 질병을.

유발시키며 그 초기 증상은 콧물 눈의 충혈 기침 발열 등이다 대부분의 경우, , , .

홍역은 일 정도 지속된다 전형적인 임상증상은 전구기 발진기 회복기의7 10 . , ,～

기를 거친다3 .



치료(2)

특별한 치료방법은 없다 세균의 차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환자에게 수분과. 2

영양을 충분히 공급해준다 홍역은 잠재적인 합병증과 높은 감염성 때문에 이.

병을 매우 엄격히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

환자와 접촉한지 일 경부터 발진 후 일 까지 격리하여 환자를 관리한다7 5 .

홍역이 유행할 경우 소아에서 발열과 감기증상이 나타나면 발진의 출현이

없더라도 환자를 격리해야 한다 예방접종은 생후 개월째하며 홍역환자와. 15 ,

접촉한 지 일 이내에 면역글로불린을 접종하면 임상증상을 가볍게 할 수 있다5 .



예방관리(3)

병원 시설내에서 홍역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

건강관리 종사자들의 홍역 면역 상태에 대한 문서◦
발열과 발적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들의 확인과 격리◦
홍역이라고 의심되거나 확증이 된 사건에 대해 공기 중 감염에 대한◦
예방조치를 준수할 것

또한 홍역에 감염된 작업자에 대해서도 업무의 제한이 필요하다.

다 수 두)

병원체 및 임상증상(1)

수두 는 헤르페스 바이러스 에 의해서(chickenpox, vericella) (herpes virus)

유년기에 흔하게 발생하는 질병이다 수두는 접촉에 의한 감염성이 매우 높으며.

특히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이 가까이 접하였을 때는 감염된 비말에 의해서도

전염된다 수두의 발생 빈도는 호흡기 감염의 전형적인 양상인 질병의 주기성을.

나타낸다.

예를 들면 겨울동안 교실 내의 좁은공간에서 제한된 생활을 하는 학교,

어린이들은 감염된 급우가 배출하는 공기에 의해서 전염되거나 오염된

접촉매개물인 의류 침구 식기 등과의 접촉에 의해서 전염이 된다 이, , .

바이러스는 호흡기관을 통해 체내로 들어가서 증식을 한 후 혈관을 통해

확산되어 전신에 발진을 유발하는데 이러한 전신 발진은 빨리 치유되며 보기

흉한 상흔이 남는 경우는 거의 없다 수두 바이러스는 증상없이 수년간.

신경세포에 휴지 상태로 잠재할 수 있다 간혹 이 바이러스는 신경세포로부터.

피부표면으로 이동하여 대상포진을 동반한 통증이 있는 피부감염을 일으킨다.



치료(2)

수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감염력이 매우 높으며 어린이나 감수성이 있는

성인에게 발진성 질환으로 나타난다 수두는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에게는.

심각한 질환을 일으키며 감염된 사람을 적절히 격리해야 한다 수두환자는.

혈청학적으로 수두에 면역력이 있는 직원이 다루도록 한다 수두 바이러스의.

전파는 작은 비말입자를 흡입하거나 호흡기 비말핵이나 수두의 수포액에 직접

노출될 때 이루어진다 또한 수두바이러스는 환경에 불안정 하므로 무생물을.

통해서는 전파되지 않는다 잠복기는 일이며 수두 바이러스에 감수성이. 10 21～

있는 사람은 적지만 직원을 근무지에 배치시킬 때에는 바이러스에 대한 감수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보통 명확히 수두에 대한 병력이 있으면 면역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병력이 없거나 모르는 사람도 대부분 수두에 대하여,

면역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예방관리(3)

사업장에서 수두를 예방 관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노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면역상태를 파악한다.◦
근로자들의 수두 바이러스 항체 검사를 한다.◦

◦ 일상 근무장소로 돌아갈 것인지 혹은 어떠한 제한을 가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근로자에게 노출된 다음 일 사이에는 마스크를 사용하도록9 21～

교육한다.

근로자에게 결정된 내용을 통보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다, .◦
수두 바이러스에 대한 결과가 음성인 근로자에게 면역체를 투여한다.◦
그러나 감염의 위험성이 높은 근로자에 한하며 노출된 지 시간96

이내이어야 한다.

수두가 생긴 근로자에게는 수포가 건조될 때까지 일간 출근을10 21～◦



금하며 근무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근무를 제한한다.

감수성이 있는 환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는다- .

수두에 면역이 있는 직원들하고만 함께 일한다- .

회의나 미팅에 참석하지 않는다- .

구내식당을 이용하지 않는다- .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지역은 가능한 한 피한다- .

라 레지오넬라증)

대형 에어컨의 냉각탑 병원이나 공공기관에 보급되는 물 등에서 주로,

발견된다 는 년 여름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미국. Legionellosis 1976

향군협의회에 참석하였던 약 명중 약 명이 원인 모를 질환에4,500 200

걸림으로써 세계적인 이목을 집중시킨 사건 이후

병 레지오넬라 으로 불리어지게 되었다Legionnaires' ( ) .

우리나라에서는 년 월 일 서울 시내 소재 병원 중환자실 환자1984 7 21 K

명이 시간 사이에 사망하였고 중환자실 정규직원과 중환자실을 드나들었던3 2

의사들이 고열 오한 두통 전신관절통 등 독감과 비슷한 증상군으로 집단, , ,

발병하여 역학조사 결과 비폐렴성 로 밝혀진 바Legionellosis (Pontiac fever)

있다.

주요 전파경로는 호흡기 검체를 통한 흡인이다 주로 화분 등을 통한 흙 물. ,

등의 일반환경을 통해 감염되며 사람과 사람사이의 감염은 보고되지 않았다, .

병원에서 감염을 유발할 수 있는 주요 감염원으로는 오염된 냉각탑의 물,

샤워나 수도꼭지의 물 에어컨과 같은 냉난방기를 통해 전파된다, .



보건의료업종의 업무별 감염예방3. ․

가 일반적 원칙.

근로자의 업무에 대해 병원체 노출 위험이 평가 된 경우 근로자가 감염원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가장 원칙적인 예방대책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방법이 불가능한 경우 감염원에 대해 적절한 관리를 하는 것이 차선책이 된다.

차선책으로 병원체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하는 경우 명심해야 할 사실은 첫째,

미생물은 계속 자라고 증식한다는 점 둘째 감염은 단지 몇 개의 병원체에,

노출되더라도 발생가능하다는 점이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접근법이 있는데 첫째 위생적, ,

작업 수행 원칙과 둘째 위생적 환경의 관리와 디자인이 있다 위생적 작업 수행, .

원칙은 사람이나 동물과 접촉하는 업무에서 지켜져야 하며 위생적 환경관리와,

디자인은 작업장에서 병원성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원칙이다.

기본 원칙

부가 원칙



점검 포인트

나 일반 병동.

일반병동은 환자의 진단과 진료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의사 간호사 조무사, ,

등이 다양한 의료인이 작업을 한다 병동에서는 환자의 혈액 및 체액 배출물. ,

등에 의해 간염 결핵 등의 감염성질환에 이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주사기, ,

바늘이나 날카로운 칼날 등 상하는 일이 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은 의료기관.

전체에서 경우에 따라 발생한다.

마스크의 착용1)

공기로 매개되는 호흡기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마스크를 사용한다 마스크는.

격리되어 있는 특정감염질환 병실로 들어갈 때에 사용한다 마스크는 가운이나.

장갑을 착용하기 이전에 쓰며 수술하기 위한 손 씻기 실시 이전에 착용한다.

장갑의 착용2)

환자의 혈액 상처 병소의 분비물 또는 배설물과 접촉하거나 또는 점막과, ,

접촉할 때에 생기는 손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갑을

착용한다 환자가 감염되었거나 또는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접촉을 할 때에는 가능하다면 언제나 장갑을 사용하여 손에 있는 상처나 알기

어려운 찰과상으로부터 미생물이 침입되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 근로자의.

손이나 팔에 감염되지 않은 상처가 있으면 회용 반창고 등으로 이를 덮고1

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감염된 상처 화농부위 수포 등 가 있으면 환자와의. ( , , )

직접적인 접촉을 하지 않는다.



가운의 착용3)

병원의 근로자나 방문자의 의복에 미생물이나 오염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운을 착용해야 한다 가운의 착용이 필요한 격리병실로.

들어가는 사람은 가운을 입어야 하고 격리지역을 벗어날 때에는 벗어야 한다.

여러 환자가 같이 있는 병실에서는 가운을 입은 채로 다른 환자에게 가면 안

된다 한번 사용한 가운은 다시 사용될 수 없다 수술시의 가운착용은. .

수술지침에 따른다.

보안경 마스크4) ,

혈액이나 체액이 튀거나 분무될 가능성이 있는 치료를 할 때에는 보안경이나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한다.

공기전염이 가능한 결핵 수두 인플루엔자 등의 환자가 입원한 격리실에서, ,

환자와 접촉할 때 감수성이 있는 직원은 특수 마스크를 착용한다.

다 중환자실.

중환자실은 환자의 대부분이 질환의 중증도가 높은 상태로 오랫동안 병원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고 각종 항생제를 많이 사용하여 내성균이 존재하며

침습적인 각종 장비의 사용으로 감염에 쉽게 노출되기 쉽다.

손 씻기1)

중환자실에서는 환자와 환자 각 시술 절차 사이에는 철저한 손 씻기를 통하여,

격리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중환자실에서 환자와 접촉하기 전후에.

소독비누를 이용하여 철저히 닦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 소독비누는 각 싱크대.

마다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 응급 상황 등 손 씻기가 여의치 않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환자의 침상마다 클로르헥시딘 등의 소독 용액이나 물(chlorhexidine)

없이 사용하는 알코올 젤 등의 손 씻기 대체용품을 준비해 놓는다 격리실과.

중환자실은 직원의 동선을 고려하여 충분한 숫자의 손 씻는 시설이 되어 있어야

한다.



개인 보호구2)

환자들 간 또는 환자와 직원간의 미생물 전파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을 접촉할 때는 보호장비를 착용하도록 한다 필요한.

물품은 환자들의 침상마다 준비하여 필요시마다 사용하기 쉽도록 한다.

가 장갑)

혈액 점막 손상된 피부 각종 체액을 접촉하기 전에 장갑을 착용한다, , , .◦
환자와 환자사이 처치와 처치사이에는 장갑을 교체한다, .◦
장갑을 착용하기 전후에 손 씻기를 한다.◦ ․

나 가운)

중환자 상주 직원은 전용 작업복을 입도록 하며 매일 갈아입는다.◦
혈액이나 체액으로 오염되었을 경우는 즉시 갈아입도록 한다.◦
혈액이나 체액으로 옷이 더러워질 수 있는 처치를 시행할 때에는 방수용◦
가운이나 앞치마를 덧입도록 한다.

다 모자)

침습적인 시술이나 개방창상을 치료할 때에는 머리카락 등에서 미생물이◦
낙하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자를 쓰도록 한다.

머리카락이 모두 가려지도록 쓴다.◦
라 보안경 마스크) ,

혈액이나 체액이 튀거나 분무될 가능성이 있는 치료를 할 때에는◦
보안경이나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한다.

◦ 공기전염이 가능한 결핵 수두 인플루엔자 등의 환자가 입원한 격리실에서, ,

환자와 접촉할 때 감수성이 있는 직원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한다.



라 임상병리실.

임상병리실 검사실 에서는 업무상 다루게 되는 검체들에 포함된 감염성 세균( ) ,

바이러스 등에 의해 직원이 감염질환에 노출될 위험성이 크다 감염질환의.

원인이 되는 병원체는 환자의 혈액 체액 소변 대변 그리고 조직 등에, , ,

포함되어 있으며 검체의 채취 수송 조작 분석과정에서 직원이 감염관리, , , ,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이러한 직업성 감염질환의 종류. ,

전파경로 감염방지대책 예방교육 노출 후의 처치 및 행동 지침 등은, , ,

정기적으로 숙지하여 감염위험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미생물 검사실에서는 병원.

전체의 의료인을 대상으로 새로 증가하는 미생물의 종류나 내성의 증가 새로운,

검사 방법들을 알리고 병원 역학이나 감염관리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원 인 감염 행위

흡입(inhalation)
연무 가 발생하는 행위 백금이의 달굼 및 식힘(aerosol) ; ,

원심분리 혼합 분쇄 교반 등, , ,

접종(inoculation) 주사침 칼 깨진 유리기구에 의한 감염, ,

섭취(ingestion)
피펫을 입으로 조작 오염된 연필 또는 손가락을 입으로 빠는,

행위 검사실 내에서 식사 식음 흡연하는 행위, , ,

피부나 점막의 오염
오염물질에 의한 접촉 병원체가 들어 있는 검체 등을 엎지름, ,

튀김

일반적인 지침1)

환자로부터 직원이 감염되거나 환자간의 교차감염을 방지해야 한다.◦
검사물을 처리하거나 검사를 하는 구역에서는 식사 식음 흡연 콘택트, , ,◦
렌즈 교환 화장 등을 해서는 안 되며 검사실을 떠나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는다.

검사 작업대 위에 손가방 안경 등의 개인 소지품을 놓지 않는다, .◦
검사자가 긴 머리인 경우 등 뒤로 묶어 검체나 배지 알코올 램프 등에,◦
닿지 않도록 한다.

식품이나 음료 조미료 등을 절대로 검사실 내로 반입해서는 안 되며,◦
화학약품 시약 생물학적 재료 등을 보관하는 냉장고에 같이 보관하지, ,



않는다.

검사실 내에서는 가운을 착용하여야 하며 일과 중이나 일과가 끝난 후◦
가운을 검사실 밖으로 입고 나가지 않도록 해야 하고 가운을 입고

휴게실이나 식당에 가서는 안 된다 가운은 최소한 매주 두 번씩.

갈아입도록 하고 오염 등의 사고가 생겼을 경우에도 갈아입어야 한다, .

검사실에서 사용한 연필 볼펜 다른 기구들은 입에 대지 않는다, , .◦
주사침 주사기 오염된 파손 유리기구 등은 단단한 플라스틱으로 된, ,◦
증기멸균용기에 넣어 멸균한다.

진균 세균 마이코박테리아 등의 배양은 층류공기, , (laminar air◦
시설이flow) 되어 있는 곳에서 실시해야 한다.

미생물 검사실은 특정 병원성 미생물이나 또는 비정상적인 내성균을◦
분리하면 감염관리사에게 보고한다.

부서 책임자는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감염 예방대책을 세우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검체 취급 시 주의사항2)

검체 취급 전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는다.◦ ․
◦ 모든 혈액 체액 분비물 등은 감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다룬다, , .

간염이나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 환자의 검체는 모두 혈액경계 란 표시를「 」◦
한다 검체를 다른 용기로 옮길 때에는 같은 표시를 해야 한다. .

검체를 취급할 때는 반드시 장갑을 착용해야 하며 장갑을 벗은 후 검사실을,◦
떠나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는다.

혈액 체액 분비물 등이 튀었을 경우 반드시 소독제로 닦아낸다, , .◦
병원성 세균의 배양을 위한 검체의 접종은 국소 환기설비가 되어 있는◦
곳 에서 실시해야 한다(biological safety cabinet) .

직원 안전관리3)

입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pipetting .◦
모든 과정에서 비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검체 취급시는 장갑을 착용하도록 하고 혈액 매개 감염일 경우는 특별히◦
주사침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체 취급 규정을 필히



준수하도록 한다.

주사기 사용 후 뚜껑을 손으로 다시 끼우지 않는다 사용한 주사바늘을.◦
버릴 때는 주사바늘 수거용기를 이용하여 주사바늘을 제거한다.

안전수거박스를 과도하게 채우지 않는다 이는 뚜껑이 잘 닫힐 수 있어.◦
내용물이 넘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감염성 또는 감염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검체와 관련되어 주사침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충분한 양의 피를 짜낸 후

피부소독제 베타딘 등 로 소독한 후 응급실이나 감염관리실을 방문하여( )

신속한 조치를 받도록 한다 필요하면 추후관리를 지속하도록 한다. .

◦ 점막이나 피부에 접촉한 경우는 흐르는 물에 충분히 씻어내고 눈에 튈

경우 생리식염수로 씻어낸 후 감염관리실에 의논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도록 한다.

감염성 또는 감염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물질과 접촉한 사고 또는 손상이◦
생겼을 때에는 조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즉시 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마 치과계.

치과전문 직업인은 환자의 혈액과 타액 안에 있는 다양한 미생물에 노출된다.

이런 미생물은 감기 폐렴 결핵 구강포진 형간염 후천성면역결핍증 등과, , , , B ,

같은 전염병을 일으킬 수도 있다 병원에서 효과적인 감염방지 과정과 보편적.

예방조치를 사용하면 치과의사 직원 치과기공사 환자 등에게 퍼질 수 있는, , ,

교차 감염을 막을 수 있다.

감염 경로1)

가 오염된 기구에 의한 손상)

오염된 기구에 의해 상처가 생기면 병원성 미생물의 출입구가 될 수 있다.

나 바늘에 찔려 손상된 후에 감염될 위험성)

바늘에 찔려 손상을 받은 후에 형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이 크다B .



다 시술자의 손에 있는 병소)

일부 보고에 의하면 전체 인구보다 치과 전문직 사이에서 형간염 바이러스B

감염의 발병률은 다섯 배나 더 높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전염기전은 시술자의.

손에 의한 것이다 치과의사가 치과진료를 하는 동안에 구강병소에 장갑을 끼지.

않은 손을 대었을 때 그 환자로부터 매독이나 단순포진에 감염되었다는 보고가

있다 치과진료진의 구성원이 장갑을 착용하지 않고 시술한다면 혈액과 타액에. ,

접촉하지 않을 수 없고 이로 인해 손의 피부가 손상되면 이곳은 병원성, ,

미생물들이 들어가는 입구로 작용할 수도 있다.

라 치과 에어로졸)

치과 에어로졸은 터빈 핸드피스 공기 물 주사기 초음파 치석제거기 등에, / ,

의해 발생된다 에어로졸은 미세한 작은 물방울로 지름이 보통 또는 그. 5㎛

이하이며 공기 중에 얼마 동안 부유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치과 에어로졸이 치과 직원에게 감염을 전염시킨다는 증거는 많지 않지만

치과의사는 전체 인구보다 호흡기 감염빈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으며,

치과 에어로졸에서 결핵균이 검출되었거나 치과전문직업인에서 결핵의 발병률이

높다는 것이 보고된 바 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치과 에어로졸에 의해 감염이.

전파될 위험성은 낮은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하더라도 치과의사 위생사, ,

치과조무사 등은 치과 치료를 할 때 양질의 시술용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한다.

양호한 실내 환기 치료 전 살균성 양치제 정전기 집진장치 고속 진공 흡인기, , ,

등은 에어로졸의 오염수준을 줄일 수 있다.

마 튀는 오염된 날카로운 물체)

터빈 핸드피스를 작동시키는 동안에 지름이 를 넘는 입자가, 0.1 50 60㎜ ～

의 속도로 까지 흩어진다 치과의사와 치과조무사는 눈 얼굴 손 등에/h 6 m . , ,㎞

미세외상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한 미소병소는 치과치료 동안에 튀는 혈액이나.

타액 안에 들어 있는 병원성 미생물이 침입하는 입구로 이용될 수도 있다.

형간염이나 제 형 단순포진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염될 수가 있음을B 1

경고하고 있다 그 위험성에 대한 예방조치로 보안경과 마스크를 꼭 착용하여야.

한다.



치과 진료 중 흔히 전염되는 병원균2)

치과진료 중 전염가능한 감염 경로는 접촉과 흡입이며 아래표와 같다

미생물 질 병

형간염 바이러스B (HBV) 형간염B

형간염 바이러스C (HCV) 비 비 간염A B

형간염 바이러스D (HDV) 델타 간염

제 형 단순포진1 구강포진 포진성 표저 포진성 각막염, ,

제 형 단순포진2 생식기의 포진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에이즈관련 복합질병(ARC)

임균 임질

매독 트레포네마 매독

녹농균 상처감염 농양,

황색포도상구균 백색포도상구/

균
상처감염 농양,

파상풍균 파상풍

미생물 질 병

수두바이러스 수두

사이토메갈로 바이러스 유아의 감염

홍역과 유행성이하선염 바이러스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라이노 바이러스 인플루엔자와 감기

풍진 바이러스 풍진

결핵균 결핵

화농성연쇄상구균 구강 농양 류마티스열 심장내막염 등, ,

캔디다 알비칸스 기회 감염성 캔디다증( )



바 방사선 촬영실 수술실 등. ,

방사선과 처치 도중에 만연될 수 있는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방사선과

근로자는 병원감염관리 규정에 따라야 하며 기구를 청결하게 해야 한다 바닥, . ,

싱크 화장실 등은 일반 청소담당자가 청결하게 한다, .

시술대에서의 감염관리1)

바늘이나 날카로운 기구에 찔리지 않도록 주의하며 각 검사실에서 조영제◦
주사 후 주사바늘 안전 수거용기에 주사침을 분리하여 버린다.

조직 생검을 하는 경우 초음파 검사실 검사실 주사침 수거통을( , CT )◦
함께 준비하고 사용 즉시 분리시킨다.

혈관조영실 시술대에서는 바늘의 사용 후 다시 마개를 씌우지 않고 날카로운◦
기구나 칼날의 사용시 시술대를 구분하여 바늘에 찔리지 않도록

조심하여 사용한다.

시술 후 감염관리2)

책임자 또는 대리인은 감염관리에 대한 교육을 년에 회씩 모든 직원에게1 1

실시하며 다음의 내용을 주지시킨다.

사용된 주사침이나 주사기는 플라스틱 상자에 넣어서 소독부서로 보낸다.○

상처의 드레싱은 간호업무규정에 따라서 무균적 방법으로 실시한다.○

형간염이나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결핵 등 감염의 염려가 있는 환자B ,○

방문시 감염관리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격리환자는 당일 업무의 최후에 취급하도록－

한다.

검사 전에 미리 차트나 전산을 통해 확인하고 해당 검사실 직원들에게－

알린다.

모자 마스크 장갑 착용 후 환자와 접촉한다, , .－

격리방식에 따라서 가운 마스크 장갑을 벗는다, , .－

환자를 처치대로 옮기기 이전에 처치대를 깨끗한 시트 로 덮는다(sheet) .－

처치 검사 또는 치료 가 끝나면 환자가 올 때 사용한 휠체어나 이송차에( )－

태워서 병실까지 호송한다.



처치대를 씌웠던 시트 나 방사선과 근로자가 입었던 가운은(sheet)－

환자와 함께 환자 병실로 보내어 병실에서 처리하도록 한다.

－ 근로자는 가운 또는 기타의 예방장구를 벗은 다음에는 철저히 손을 씻는다.

환자에게 사용된 기구는 허용된 소독약으로 닦는다.－

소독부서로 보낼 기구는 이중주머니 법을 이용하며(double bag)－

격리환자 라는「 」 표시를 한 다음에 보내도록 한다.

기구 등의 청정을 끝낸 다음에 다시 손을 씻는다.－

사 내시경실.

내시경을 이용한 시술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과거에 개복수술과 같이

대수술을 해야 할 경우도 내시경을 통해 치료가 가능한 예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내시경은 피부를 뚫거나 직접 점막이나 손상된 피부에 접촉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결핵 등의 감염성질환에 준해서 종사자들이 감염에

유의해야 한다.

내시경실 직원은 모두 간염 예방접종을 하여 형간염에 대한 면역상태를B

유지하도록 한다 또한 손에 상처나 찰과상이 있을 때에는 밀폐드레싱을 하고.

장갑 등 보호기구를 착용해야 한다.

아 마취회복실.

마취를 실시할 때는 기관 삽관이나 흡인 또는 건조한 마취가스로 인해

호흡기기관의 방어기전이 방해를 받아 기관지 등이 손상을 입고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호흡기계의 방어기전이 낮아진 상태에서 감염의 원인균인.

녹농균이나 대장균 폐렴구균 등과 항생제 내성균에 의한 호흡기 계통의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혈액전파 감염환자의 마취 때는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해야 한다.

환자 접촉시에는 장갑을 사용하며 필요시 보안경이나 마스크 가운을,◦
사용한다.

사용한 바늘에 찔리지 않도록 주의하며 바늘은 반드시 안전 수거 용기에◦
폐기한다.

바늘 뚜껑을 닫거나 구부리려 시도하지 않는다.◦



자 투석실.

혈액투석 때 의사 간호사 기술자는 투석실에서 근무를 시작하기 이전에 간염, ,

바이러스 검사와 간기능 검사를 받고 이상이 있으면 전문가의 평가를 받도록,

한다 음성인 근로자는 형간염백신을 맞도록 권장해야 한다. HBsAb B . HBsAb

양성인 근로자는 개월마다 와 를 검사하도록 권장하는 것이 좋다3 SGOT SGPT .

투석실 내 준수 사항1)

투석실에서는 병원에서 지급되는 옷을 입어야 하며 투석실을 떠날◦
때에는 다른 가운 덧가운 을 입는다 작업 중에 혈액이나 기타( ) .

오염물질이 묻었을 때는 즉시 갈아입는다.

환자에게 침습적조작 을 할 때에는 장갑을 끼고(invasive procedure)◦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한다 또한 오염되었다고 생각되는 물품 즉 사용된.

투석기 드레싱 튜브 등을 취급할 때에도 장갑을 낀다, , hematocrit .

환자와 계속적으로 접촉하는 근로자에게는 신발덮개의 사용이 권장되며◦
의사도 외출용 신발을 신지 않도록 한다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 환자를.

취급할 때에는 보안경 마스크 가운 이중장갑을 사용한다, , , .

환자와 접촉하기 전후에는 살균액으로 철저히 손을 씻는다.◦ ․
근로자가 새로 오면 상급자가 감염방지대책을 교육한다.◦

양성환자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자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HBsAg , ,◦
환자의 을 위한 격리실에는 을 준비한다CPR Ambu bag .

양성환자의 투석을 시작할 때와 끝마칠 때에는 장갑과 차단용HBsAg

가운을 착용한다 그러나 고정맥 및 쇠골하정맥의 심도자술을 할 때. ,

응고혈액제거 기관절개부위처치 또는 호흡한 공기로(declotting), ,

오염될 위험성이 높은 상태와 감염성질환자를 처치시 혈액이 튈 위험이

있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한다.

투석지역 내에서는 근로자는 먹거나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또는◦
식품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회용 컵은 사용될 수 있다. 1 .

혈액 분비물 체액 배설물을 다룰 때 일회용 장갑을 낀다, , , .◦
사용한 주사기 바늘은 절대 다시 마개를 씌우지 않고 바늘 수거용 통에◦
버린다.



투석실 직원을 위한 예방대책2)

투석실 직원은 채용시 그리고 입사 후 정기적으로 검사를HBsAg◦
받는다.

간염환자의 주사처치 시 장갑을 착용하도록 한다(cannulation) .◦
임산부나 면역억제요법 중인 직원은 가능한 간염환자의 간호에 직접적인◦
참여를 하지 않도록 한다.

◦ 간염환자의 시 바늘에 찔렸을 경우에는 즉시 기록하고cannulation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는다.

◦ 형간염 항체가 없는 직원의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간염 예방접종을 하도록B

한다.

차 취사부.

취사부는 청결하고 정돈되어 있어야 하며 모든 지역이 위생적이고 안전해야

하며 취사장 근로자는 감염예방 규정을 지켜야 하고 책임자는 이를 감시해야

한다 병원 종사자들이 이용하는 식당에서 집단감염질환이 발생하면 병원.

종사자 뿐 아니라 환자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엄격하게 규정을 적용하고

준수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업무 관리1)

가 구매)

식품은 위생적인 곳에서 구매하며 도착한 다음에는 질적문제와 위생적인

식품취급과정을 검사해야 한다.

나 저장)

모든 냉동식품은 또는 그 이하에서 저장하고 녹일 때에는18 7℃ ℃◦
또는 그 이하에서 실시한다 썩기 쉬운 식품은 또는 그 이하에서. 4℃

보관한다.



모든 냉동된 가공하지 않은 통조림식품은 사용 전에 흔들어 보아야 한다.◦
냉장한 식품은 오염되지 않도록 덮어두어야 한다.◦
식품이 남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며 시간 이내에 사용하거나24◦
그렇지 않으면 버린다 육류 생선 닭 크림이 들어있는 식품이 남은. , , ,

것은 즉시 버린다.

회용 식기나 접시는 두꺼운 종이로 싸서 보관하며 다른 용기도1◦
오염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이들은 사용 후에 버린다. .

식품은 청소기구나 소독약품과는 구별하여 별도의 장소에 보관한다.◦
큰 통에 들어있는 밀가루 설탕과 같은 건조된 물품을 떠내는 기구는,◦
사용 후에는 물로 씻고 저장용기 안에는 넣어두지 않도록 한다.

모든 물건은 깔개 위 또는 선반에 보관하며 바닥과는 직접 닿지 않도록◦
보관한다 창고는 공기가 통하도록 하고 살수장치가 막히지 않도록 한다. .

다 조리)

식품은 영양분이 유지되고 먹기 좋게 위생적 방법으로 조리한다.◦
새로 요리한 육류 닭고기 포함 만 작게 자르거나 갈 수 있다( ) .◦
닭고기 기타 가금류 포함 는 철저하게 요리하고 되도록 취급횟수를( )◦
줄인다.

보조적인 식품 육류 이외 의 조리는 별도로 실시한다( ) .◦
달걀은 날것이나 덜 요리된 상태로 급식하여서는 안 된다 흰자가 굳지.◦
않으면 덜 익은 것이다.

육류 닭고기 과일 및 야채를 자르는 도마는 각각 다른 것을 사용한다, , .◦
조리된 식품을 자를 때에는 조리 전에 사용한 도마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특히 닭고기 가금류 포함 를 취급한 다음에는 다른 식품이. ( )

닭고기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조리된 식품은 이하 또는 이상으로 보관되었다가 지급되어야4 60℃ ℃◦
한다.

개인위생2)

가 근로자 교육)

근로자에 대한 환경위생 개인위생 안정성 감염관리 등에 관한 교육이, , ,



반복되어야 하며 새로 온 근로자에게는 실습과정을 갖도록 하여 이 내용을

기록에 남기도록 한다.



나 근로자 건강 점검)

근로자는 열이 나거나 설사 구토 구역 등 증세가 있거나 피부에 배농, , ,◦
병소가 있으면 작업할 수 없다.

근로자가 간염 결핵 등의 전염병으로 진단되었거나 다른 근로자로부터,◦
의심스럽다고 보고 되면 그의 주치의에게 보고해야 한다.

취사원에게는 취사복이 지급되며 수선 세탁 등은 병원에서 책임진다, .◦
취사원은 매일 새 취사복을 입는다.◦
냉장실이나 냉동실에서 일하는 동안은 자켓을 입도록 한다.◦

◦ 감염환자병실에서 사용된 기구를 소독하기 위하여 설거지를 할 때에는

모자, 가운 장갑을 착용한다, .

환자와 관련되는 조치3)

근로자가 감염성이 높은 환자와 직접 접촉할 때에는 감염증의 만연을◦
막고 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간호사의 협조를 얻어 예방조치를

취한다.

환자에게 제공된 모든 식품은 그 일부를 냉장고에다 시간 보관한다48 .◦
이 샘플은 검사가 필요할 때에 검사실로 보낸다.

◦ 환자에게 식사와 관련이 있는 질환이 생기면 즉시 감염관리부로

통보한다.

환경4)

가 청소)

취사지역이나 취사기구가 청결하고 안전하게 유지되기 위하여 적절하게◦
청소해야 한다.

매주 위생검열을 실시하고 기록을 보관한다.◦
방역조치는 시설과 등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좋다.◦
접시 식기 제빙기 등의 검사는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것이 좋으며, , ,◦
검사결과 세균수효가 지나치게 많으면 원인을 찾아서 시정한다.



나 장비유지)

냉장실이나 냉동실은 외부에서 온도를 알 수 있는 장치를 부착시켜◦
온도의 변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한다 냉동실이나 냉장실에는 내부에서도.

문을 열 수 있도록 장치하여 갇히는 일이 없도록 한다.

썩기 쉬운 식품을 저장하는 냉장고나 냉동기의 온도계는 오차가 1℃◦
이내이어야 하며 온도계는 온도를 쉽게 알 수 있는 자리에 위치해야

한다.

◦ 접시 냄비 단지 등을 닦는 기계는 온도를 쉽게 알 수 있는 온도계를, ,

수조마다 달고 오차는 이내이어야 한다 세척수의 온도는 최저1 .℃

이어야 하고65℃ 최종세척 때의 온도는 이어야 한다82 .℃

컨베이어 는 적절하게 닦고(conveyor) 헹구는 시간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한다.

청결한 접시나 식기는 다시 오염되지 않도록 잘 보관한다.◦
식기세척기의 물의 온도 냉장고 냉동실의 온도는 일 회 점검하고, , 1 2◦
기록을 남긴다 기계에 문제가 생기면 수리부로 연락한다. .

◦ 격리 병실용인 운반차는 사용 후에 비오염지역에서 자동운반세척기로 닦는다.

다 잔재물 처리)

◦ 잔재식품 처리는 접시 닦는 장소에 위치한다 다른 잔재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취사장내 여러 곳에 새지 않고 스미지 않는 쓰레기통을 준비한다.

쓰레기통은 내부가 플라스틱으로 씌워진 것을 사용한다.◦
조리 배선 세척 도중에 생기는 쓰레기는 자주 버리도록 한다, , .◦

라 휴게실)

취사부 근무자의 휴게실은 취사장 안에 두고 손을 씻는 싱크는 조리 배선, ,

세척하는 장소에 있어야 한다.



카 부검실.

모든 부검은 감염의 가능성이 있으며 주위로 전파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부검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적절한 예방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일반적 주의 사항1)

부검실에서는 흡연이나 음식물의 섭취를 할 수 없다.◦
휴게실 이외에서는 화장할 수 없다.◦
부검 중에는 어깨 밑으로 내려오는 머리털이나 턱수염을 덮어 씌워야 한다.◦
부검한 다음에는 부검실을 떠나기에 앞서 손을 잘 씻어야 한다.◦
검사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감염관리에 대하여 교육해야 한다.◦

환경2)

부검실의 바닥과 벽은 수분이 스며들지 않게 만든다.◦
◦ 부검실내에 있는 장롱은 부검 도중에는 문을 닫고 최소한으로 수효를 줄인다.

바닥은 석탄산계열의 살균액으로 매일 닦는다 일반 청소자 담당( )◦
벽은 정기적으로 닦지만 눈에 띄게 오염된 경우는 부검 직후에 닦는다.◦
부검대 바닥 벽 기구 등의 청소 때에는 석탄산계열 살균제를 사용한다, , , .

뼈톱 을 사용할 때에는 마스크를 사용한다(bone saw) .◦
뼈톱 날을 포함한 모든 부분 은 사용 후는 석탄산으로 닦는다( ) 3% .◦
간염이나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환자인 경우는 10% sodium

로hypochlorite 닦는 것이 권장된다.

고압증기멸균기의 성능을 정기적으로 검사한다.◦
흡인튜브나 배관 등은 매주 석탄산으로 닦는 것을 권장한다3% .◦
흡인튜브는 분기마다 폐기하여 연소시키는 것이 좋다4 .

부검 복장3)

부검할 때에는 가운 장갑 신발 덮개 작업복을 사용한다, , (shoe cover), .◦
플라스틱 앞치마 의 사용도 권장되고 있다(apron) .



◦ 감염증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는 가운 작업복 플라스틱, ,

앞치마 이중 장갑 이중신발 덮개 마스크 캡을 사용해야 한다, , , , .

부검실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도 같은 복장을 한다.

눈이 비말로 오염될 염려가 있으면 보안경을 착용한다.◦

타 세탁실.

세탁실에서는 병원 모든 부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인자에 대해 노출이

가능하며 폐기물 처리와 청소에 따른 박테리아와 바이러스 감염 주사바늘, ,

상해 등 유해요인에 노출될 수 있다.

일반적 주의 사항1)

세탁물을 분류할 때는 항상 마스크와 고무장갑 등을 착용하도록 한다.◦
근무가 끝난 후에는 샤워를 한 후에 퇴근하도록 한다◦
작업과 작업사이에는 항상 손 씻기를 철저히 하도록 한다.◦
항상 사용하는 세탁실은 매일 청소하도록 한다.◦
정기적인 신체검사를 받도록 한다.◦



의료기관 부서별 감염 관리 미국 의 예4. check point ( OSHA )

가 방사선실.

혈액 기타 감염 위험이 있는 물질이나 혈행성 병원체에 노출될 수 있다, .

구 분 예 아니오
해당

없음

안전보건 계획서에 방사선 촬영실 내에서 결핵 환자의

안전한 관리에 대한 사항이 있는지?

결핵 환자를 자주 촬영하는 방사선 촬영실에 관련 환기

설비가 되어 있는지?

환기 설비가 불가능하다면 결핵환자를 촬영할 때는,

환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하게 하고 가급적 신속히 검사한 후,

격리실로 돌아가게 하는지?

근로자들은 결핵의 감염 예방을 위해 경고 표지 등을 통해

충분한 정보를 받고 있는지?

결핵 환자를 자주 진료하는 장소나 격리실 등에는 주의“ ,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등의 경고표지가 있는지” ?

결핵환자가 자주 출입할 가능성이 있는 공동 사용

구역 대기실 응급실 방사선 촬영실 등 에는 전체( , , )

환기시설이 충분한지?

결핵으로 확진된 환자에게 진료 시술 등을 하는 근로자가,

시술시에 마스크를 착용하는지?



나 중앙공급실.

오염된 날카로운 장비들을 정리하고 세척하는 과정에서 혈행성 병원균에

노출될 수 있다.

구 분 예 아니오
해당

없음

혈액이나 다른 감염위험 물질의 노출이 예상되는 경우

적절한 보호구가 제공되고 있는지 ?

손이 혈액이나 점막 손상된 피부에 접촉되거나 다른,

감염위험 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또는 오염된

물체나 표면을 다룰 경우 장갑을 착용하는지 ?

업무 중 사용하는 장갑이 문제가 없는 경우에만 완벽하게

소독하여 재사용하는가 ?

장갑이 갈라지거나 표면이 찢어지거나 낡아지거나

손상되어 적절한 기능을 못하는것으로 보일 때 폐기하는가 ?

혈행성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학적 대책으로 안전

주사침 등의 의료기구가 활용되고 있는지 ?

날카로운 물체는 가까이 있는 적절한 수거함 내구성이(

있고 잘 새지 않는 에 발견된 즉시 가능한 빨리 폐기되고)

있는지 ?

다 식당.

식당 근로자들은 오염된 음식물이나 기타 감염 위험이 있는 물체에 노출될 수

있다.

구 분 예 아니오
해당

없음

병원체 노출이 예상되는 경우 근로자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교육을 시키는지 ?



라 응급실.

혈액 기타 감염 위험이 있는 물질이나 혈행성 병원체에 노출될 수 있다, .

구 분 예 아니오
해당

없음

혈액이나 다른 감염위험 물질의 노출이 예상되는 경우

문서로 된 관리계획서가 있는지 연간 이 계획서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지 ?

노출감소 계획이 혈행성 병원체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을 발달 수준을 반영하고 있는지 ?

매년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안전의료기구의 사용에 대해 고려하고 있는지 ?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학적 대책이나 작업방법의

개선이 수행되고 있는지 ?

주사침 상해 기록 대장이 관리되고 있는지 ?

상해가 일어난 장비 제조사 상품명 발생한 장소 시간, , , ,

등이 적절히 기록되어 있는지 ?

혈액이나 감염 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보호구가 지급되고 있는지 ?

주사바늘 등 날카로운 일회용 장비를 사용 후 가능한 즉시

적절한 장소에 폐기하고 있는지 ?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 및 관리.Ⅴ

보건의료기관 사용 노출 유해화학물질1. ( )․

가 중금속.

치료방사선과에서 컴퓨터 단층촬영 모의치료기 를 이용하여(CT simulator)

치료준비 작업을 하는 과정에 블록 이라고 불리는 차폐물을 환자(Block)

개개인에 맞게 제작한다 블록 제작을 용이하게 하기위해 납 합금을 이용하는데.

주로 비스무스 납 주석 카드뮴(Bi) 50% (Lead) 26.7% (Sn) 13.3% (Cd)

가 함유되어 있다 이러한 블록 제작과정이나 치료과정에서 납과 카드뮴10% .

등의 중금속에 노출될 수 있다 또한 시설부서의 철공실 등에서 용접 작업 시.

용접흄과 중금속에 노출될 수 있다.

나 산 및 알카리.

진료나 치료과정에서 산이나 알카리류를 취급하지는 않고 주로 폐수처리장에서

수처리제로 황산 염산 및 가성소다 등을 사용하고 있으며 진단방선과에서,

현상액 성분 중 황산이 함유되어 있어 현상과정에서 황산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다 분진.

병원내에서 분진이 발생하는 직종은 다양하다 중앙공급실의 직물관리시.

면분진 약제부의 약제 분쇄 및 포장 작업 시 약제분진 목공실의 목재 절단 및, ,

가공시 목분진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재활병원의 보장구실에서 보장구

연마작업시 석고 분진과 보조기 재료로 사용하는 유리섬유 취급 시 유리섬유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라 소독제.

병원에는 여러 성분의 많은 소독제 가 있는데 중요한(Chemical Disinfectants)

소독제는 다음과 같다.

이소프로필 알코올○

차아염소산 나트륨○

요오드 화합물○

페놀○

암모니아○

글루타알데히드○

포름알데히드○

이소프로필 알코올1)

이소프로필 알코올 은 무색투명한 휘발성 액체로 특이한(Isopropyl Alcohol)

악취와 쓴맛을 가지며 물 에테르 클로로포름에 녹는 성질이 있다 사용, , , .

농도는 등 여러 가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에탄올보다 강하여30, 50, 70% ,

농도가 피부 소독에 적당하고 농도 증가와 함께 살균력이 높아진다30-50%

지용성이 높기 때문에 자주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손 팔의 피부가 불쾌한,

건조감을 나타내는 거친 피부가 된다.

이소프로필 알코올은 살균 소독제로 이용된다 온도계 주사침 마취기구, . , , ,

다양한 다른 도구 등을 소독할 때 사용된다.

이소프로필 알코올의 냄새는 부터 까지 인지할 수40ppm 200ppm

있다 이소프로필 알코올에 대한 노출은 눈과 점막을 자극시킬(NIOSH 1976a).

수 있고 액체와 접촉하게 되면 피부발진을 유발한다, .

염소2)

염소 는 차아염소산 나트륨 용액에서 생성될(Chlorine, Sodium Hypochlorite)

수 있다 염소는 세균과 바이러스를 제거하는데 효과적이고 농도에 따라 일부.

포자도 제거할 수 있다.

염소는 물탱크 목욕통 화장실 목욕탕 등을 소독하는데 사용한다 또한, , , . ,



염소는 세탁실의 표백 식기세척기 바닥 청소 등에도 이용된다 염소는, , .

세척제와 표백제로부터 발생한다 염소에 반복적인 폭로는 콧물 기침 천명. , , ,

다른 호흡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점막에 경도의 자극은(NIOSH 1976b).

노출 농도 에서 발생한다0.5 ppm (ACGIH 1986).

요오드 화합물3)

요오드 화합물 은 항균작용이 강하고 진균 세균포자에 대하여도(Iodine) ,

유효하므로 피부 및 점막의 소독제로 사용된다 피부를 살균하는데 사용하는.

알코올과 혼합될 수 있고 다른 일반적인 소독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과도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요오드는 병원 전역에서 사용되며 요오드 폭로에 따른 증상은 눈 점막의, ,

자극 두통 호흡곤란 등이 있다 요오드 정제 또는 강한 요오드 액은 심각한, , .

자극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쉽게 피부로부터 제거되지 않고 화상을 입을. ,

가능성이 있다.

페놀류4)

페놀류는 병원에서 사용하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독제이다 페놀은 바닥. ,

벽 가구 유리제품 도구 등의 소독에 널리 사용된다 페놀 파라 차, , , . , -3

부틸페놀 파라 차 아밀페놀 등의 일부 세척성 소독제가 여기에 속한다 이런, -3 .

소독제는 포자의 경우에는 별로 효과가 없지만 일반적으로 세균의 경우에는

대부분 효과가 있다.

페놀은 의 농도에서 냄새가 인지된다 심각한 건강문제는 페놀이0.05 ppm .

피부로 흡수되거나 흡입 또는 섭취하였을 경우이다 이런 효과는 국소 조직의, .

자극과 괴사 눈과 피부의 화상 불규칙한 맥박 거친 호흡 검은 색 소변 경련, , , , , ,

혼수 허탈 등이 있으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

제 급 암모늄염5) 4

계면활성제 중에서 양이온 계면활성제의 살균이 가장 우수하다 양이온.

계면활성제중에서 제 급 암모늄염 이4 (Quaternary Ammonium Compounds)

주로 사용된다.



제 급 암모늄염은 병원에서 소독제로 널리 사용되지만 결핵균과4 ,

그람음성균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다 제 급 암모늄염은 중앙공급실 환경미화. 4 ,

과정 환자 및 수술실 등에서 노출될 수 있다, .

글루타르알데히드6) (Glutaraldehyde)

글루타르알데히드 는 수용액으로 시판되고(Glutaraldehyde) 2%, 20%, 25%

있으며 산성 용액은 실온에서 밀봉하여 저장하게 되면 안정하나 알칼리성,

용액은 불안정하여 산도가 변화하고 농도가 저하된다 세균포자에 대한 살균력은.

글리옥시살의 약 배에 달하고 알카리성에서 최고의 살균력을 발휘할 수 있다10 , .

글루타르알데히드는 흡입 섭취 피부접촉으로 흡수가 가능하다 광범위한 피부흡수는, , .

알레르기성 습진을 유발하고 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글루타르알데히드의.

냄새역치는 이기 때문에 의 농도에서는 매우0.04 ppm 0.3 ppm (1.05 mg/m3 )

독성이 강하고 피부와 점막에 자극을 줄 수 있다.

포름알데히드7)

시판되고 있는 형태는 포름알데히드 수용액인35-38% (Formaldehyde)

포르말린과 파라포름알데히드 분말이다 이것은 그람양성 음성 결핵균 세균포자. , , , ,

바이러스 및 사상균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미생물에 대하여 강한 살균작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베타 프로피오락톤 하이포 산에 비하여 살균력은 낮다. , .

포름알데히드는 일부 기구의 냉소독에 이용된다 매우 부식성이 강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독제로는 사용하지 않는다.

포름알데히드는 실험실에서 조직의 보관을 위해 사용되고 중앙공급실과,



투석실에서 소독제로 이용된다 포름알데히드는 포르말린을 만들기 위해.

메탄올과 물을 혼합하는 경우가 많다

마 항암제.

간호사와 약사는 약제를 취급하면서 다양한 유해물질에 직면하게 된다 관심이.

되는 약제들은 세포독성이 있거나 태아에게 독성이 있는 것들 예로 엽산( ,

길항제 및 일부 알킬화 약물 과 기형유발이 가능한, 6-mercaptopurine )

약제들 예로 액티노마이신 디( , - (actinomycin-D),

마이토마이신 씨 질소무스타드- (mitomycin-C), (nitrogen mustard),

프리드니존 프로카바진 스트렙토마이신 (prednisone), (procarbazine),

및 빈크리스틴 등이다 많은 항암제는 동물에서(streptomycin) (vincristine) .

암을 유발한다고 하며 발암물질로 여기고 있다, .

항암제는 그 이름이 악성세포 또는 종양의 성장과 발달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유래되었다 항암제는 세포의 성장과 분화를 억제하기 때문에 세포독성 또는.

세포정지라고도 한다.

바 가스. EO

가스 멸균은 일반적인 액체상태의 살균제와 같이EO (Ethylene Oxide)

작용은 신속하지 못하지만 광범위한 미생물에 대하여 수용액 상태나 가스

상태에서도 살균작용을 나타낸다 가스 멸균의 대상 품목은 고무제품. EO ,

미세구조의 수술기구 주사침 및 주사기 전기기구 플라스틱 제품 내시경, , , ,

광학기계류 침대 및 모포 유아신생아용 침대 마취기구 인공폐회로, , . , , ,

특수검사용 유리제품 등이다 또한 병원에서 감염성 환자가 사용하였던 침구류. ,

매트리스를 동시에 멸균하고자 할 때 특히 침구류가 화학섬유인 경우에는, EO

가스 멸균이 가장 적합하다.

사 프레온.

프레온 은 무색의 클로로플루오르카본 가스이다 대부분(Freon R ) .○

병원에서는 프레온 프레온12 (dichlorodifluoromethane), 11

및 프레온 를(fluorotrichloromethane) 22 (chlorodifluoromethane)

사용한다 병원에서 프레온은 병리실에서 자주 접하게 된다 병리실에서는. .



동결조직을 준비하는 데 프레온 가스를 이용한다 에어로졸 캔의 추진제로서.

프레온 가스를 이용하고 중앙공급실에서는 소독에 가스와 함께 사용하며, EO

냉매로서도 이용한다 프레온은 피부에 동상을 입힐 수 있고 지방을 제거한다. , .

프레온 가스에 노출되면 눈과 피부에 자극과 감작을 유발한다 높은 농도의.

프레온에 노출되면 중추신경계의 억제 쇠약감 어지러움 경련 심부정맥, , , , ,

불규칙한 심박동 등을 유발한다.

아 수은.

수은 은 병원에서 다양한 기구에서 발견된다 온도계(Mercury) . , Coulter

기구 와 튜브 혈압계 등에서counters, Van Slyke , Miller-Abbot Cantor ,

발견된다 수은은 또한 치과에서 아말감을 만들 때(Notani-Sharma 1980).

이용한다 병원에서 수은에 노출되는 경우는 주로 우연히 쏟았을 경우이다 이런. .

경우는 중앙공급실과 영선부에서 깨진 혈압계를 수리하는 도중 중앙공급실에서,

온도계를 소독하거나 원심분리 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주 노출경로는 흡입이지만 피부를 통해 흡수될 수도 있다 수은에 짧은 시간에.

높은 농도로 노출되면 심각한 호흡기 자극과 소화기계 증상 심각한 신손상이,

발생한다.

자 메틸 메타크릴산.

메틸 메타크릴산 은 병원의 수술실에서 인공고관절(Methyl Methacrylate)

전치환술과 같이 뼈에 기구를 안전하게 유치해두기 위해 사용되는 아크릴

시멘트 성분의 물질이다 이런 성분은 치과에서 보철시 많이 사용한다 액체와. .

가루성분이 있는데 사용전에 적당히 혼합한다.

차 파아세트산.

파아세트산 과 퍼옥시아세트산은 의료용 기구의(Peracetic Acid, PAA)

소독을 위해 병원에서 사용하며 실험실 중앙공급실 병실에서 이용된다, , .

파아세트산과 퍼옥시아세트산은 동물과 인체에서 피부 눈 점막에 자극을, ,

유발한다 지속적인 피부 노출은 간 신장 심장에 문제를 일으킨다. , , .



카 용제.

병원에서 일반적인 용제 라 함은 수많은 화학물질을 일컫는다(Solvents) .

일부는 환경미화와 영선부에서 세척제로서 이용되고 일부는 인쇄소에서 잉크에,

함유되거나 세척제로 이용되고 있다 대부분의 용제는 피부 흡입 섭취 등에. , ,

의해 흡수될 수 있다.

타 폐 마취가스.

폐 마취가스 의 주 발생원은 마취기구로부터(Waste Anesthetic Gases)

새어나오는 것이다 가스 엔룰루렌 할로탄 이소플루렌은 통상적으로. NO , , ,

미국에서 마취가스로 이용되고 있는 것들이다 수술실 회복실 분만실. , , ,

치과수술실 응급실 외래 등지에서 노출이 가능하다, .

파 석면.

석면은 내화성 단열성 방부성 절연성 및 방적성 등이 우수하여 이용범위가, , ,

매우 넓다 석면에 의한 건강장해는 공기 중에 노출된 다량의 석면섬유가.

호흡기를 통하여 폐포 내에 침착됨으로써 일어나게 되는 진폐증의 일종인

석면폐증 뿐만 아니라 폐암 및(asbestosis) (lung cancer)

악성중피종 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석면과 관련된(mesothelioma) .

질병은 일반적으로 석면에 폭로된 후 장기간 년 이 지난 다음에 발병되는(15-20 )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치과기공소의 가공실과 소환실에서 사용하는 에Casting ring liner

석면이 함유되어 있어 치과기공소에서의 가공 및 소환 작업시 석면에 노출된다는

보고가 있었다 또한 병원에서는 많은 이유에서 석면을 사용하게 된다 방열. . ,

절연 방화복 방화 커튼 지붕 등을 만드는데 사용되고 있다 년대 이전에는, , , . 1970

석면은 대부분의 건물에 절연체로 이용되었다 오래된 건물을 다시 건축하거나.

수리할 때 석면에 노출될 수 있다.



업무내용별 노출 가능 화학물질2.

가 환자 관리.

환자 관리는 입원과 외래 및 응급실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입원의 경우 일반,

입원과 중환자실로 나누어진다 입원 환자 관리를 위해서는 병동의 기본적인.

처치인 약제 및 주사제 투입 수술후 창상 처치 등 일반 환자 관리가 있으며, ,

병실 및 간호사 집무실에 대한 소독 및 기본적인 처치 기구에 대한 소독을

실시한다 따라서 여기서 노출될 수 있는 화학물질은 소독제 및 항암제 세제. , ,

약제 및 주사제가 있으며 처치용 장갑에 대한 라텍스 알레르기가 발생할 수,

있다.

중환자실 관리도 일반 병동과 다를 바가 없으나 중환자실의 특성 상 병실,

소독이 더욱 중시되고 환자 관리를 위한 각종 기계장비가 설치되어 있다, .

외래의 경우 환자의 진료와 단순 처치가 이루어진다 외래의 특수한 형태로.

건강진단센터가 있을 수 있다 외래의 경우 진료실 소독은 입원 병실이나.

중환자실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낮으므로 소독제의 경우 단순 처치를

위한 기구 소독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치과 외래의 경우 진단과 치료가 동시에 이루어지며 치료에 사용되는,

각종 기구가 많고 치료 보조재로 치과용 레진 아말감 접착제 등 다수의, , ,

화학물질이 사용될 수 있다 기구의 소독은 많은 경우 중앙소독실에서.

실시하지만 간단한 기구 소독은 글루타르알데히드 등을 이용하여 외래에서 직접

소독하기 때문에 이들 소독제에 노출될 수 있다.

응급실은 응급환자에 대한 진단 처치 및 간단한 수술이 이루어진다 응급실은, .

각종 사고로 상해를 입은 환자가 수시로 입퇴원하기 때문에 각종 오염물질에․
노출되기 쉽다 따라서 응급실은 항상 세척과 소독이 중요하며 이 때문에 각종. ,

세제와 병실소독 및 기구 소독에 필요한 소독제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외래의 특수한 형태로 가정간호 부서가 있으나 이는 출장 개념으로 각 가정을

방문하여 투약과 기본 처치를 수행하므로 화학물질의 노출 가능성은 낮다.

나 환자 처치.

환자의 약물 치료 이외의 처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수술실 혈액투석실, ,

재활치료실 등이며 방사성 동위원소 취급은 검사와 처치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

수술실은 병원 내에서 소독이 가장 중요한 곳이며 따라서 수술실 소독에는,

여러 소독제와 살균제가 사용된다 또한 수술 환자의 수술 부위 소독에도 여러.

소독약이 사용되기 때문에 노출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수술실은 마취가스의.

노출 가능성이 높다 수술의 종류에 따라서는 수술에 사용되는 여러 화학물질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정형외과 수술시 체내 고정장치와 뼈를 연결해서.

굳게하는 와 같은 화학물질이 사용된다Methyl methcarylate .

혈액투석실에서는 혈액 및 복막투석을 시행하는데 열소독이나 에틸렌,

옥사이드 소독을 시행할 수 없는 기구들이 있어서 글루타르알데히드와 같은

소독제를 많이 사용한다 또한 혈액투석 환자들은 면역력이 약화되어 있으며. ,

병실 소독이 중요하다.

재활치료는 물리치료 언어치료 작업치료 등이 있으며 대부분 기구를, , ,

이용하거나 치료사의 수작업으로 치료하기 때문에 화학물질의 노출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재활을 위해 필요한 각종 보장구를 만들고 수선하는 보조기 제작.

부서에서는 보조기 제작상 필요한 각종 유기용제 접착제 석고 수지 등 다양한, , ,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다.

약국은 직접적인 화학물질의 노출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항암제 및 항생제와,

같은 인체에 유해한 약물을 취급할때 이들 약물에 노출 가능성이 높다.

다 진단 및 검사.

환자의 진단 및 검사에 필요한 부서는 방사선 검사 혈액 검사 및 각종 기구,

및 기계 검사로 나눌 수 있다.

방사선 검사는 일반 촬영과 특수 촬영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 촬영은 다시,

단순 촬영과 위장관 조영술과 혈관조영술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CT,

등 특수 장비를 이용한 특수촬영이 있다 방사선 검사에는 화학물질MRI, PET .

노출 가능성은 낮다.

방사성 동위 원소를 이용한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동위원소 취급을 위해서

납을 사용하기 때문에 납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방사선 치료를 병행하면,

방사선 조사 부위 조절을 위한 블록 제조에 사용되는 납 카드뮴 비스무스 등에, ,

노출 될 수 있다.

생체시료 검사는 혈액 혈청 및 소변 검사가 기본적으로 수행된다 혈액 등, .

생화학검사는 대부분 자동분석기로 수행하지만 분석을 위한 시약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들 화학물질 노출 가능성이 높다 또한 시료의 전처리를.

위한 화학물 처리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노출 가능성도 높다.

조직검사는 인체 조직을 고정 염색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크실렌, ,

아세톤 및 포르말린과 같은 고정액 정착액이 필요하고 각종 염색에 여러, ,

화학물질이 필요하여 화학물질 노출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기구나 장비를 이용한 검사에서는 화학물질에 노출 가능성은 낮으나 내시경,

검사부서의 경우 내시경 소독에 사용하는 글루타르알데히드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라 지원부서.

지원부서는 건물 및 장비 의료장비 포함 의 유지 보수 식당 청소 물품 소독( ) , , , ,

사무팀 의무기록 팀 등 다양하게 존재한다 병원에 따라서는 외부 기관에, .

용역을 주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병원의 핵심부서로 보기 어렵다.

병원 건물의 관리 및 유지보수 부서는 일반적인 건물관리업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유해인자에 노출될 수 있다 화학물질은 물론이고 소음. , ,

고열 보일러 중금속 등에도 노출 될 수 있다 화학물질의 경우 각종( ), .

유기용제가 사용되며 페인트 접착제 등을 사용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용접을, , .

하기도 하므로 중금속 흄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치기공과의 경우 치과 치료 재료를 다루기 때문에 수은 아말감 은 물론이고( ) ,

각종 레진과 경화제에 노출될 수 있다.

물품 소독을 담당하는 중앙소독실의 경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소독제인 에틸렌 옥사이드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그 외에도,

글루타르알데히드 이소프로필알코올 포름알데히드 페놀 등 각종 소독제에, , ,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식당의 경우 식기 소독을 위해 염소계 소독제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막힌,

하수구를 뚫기 위한 청소제나 오븐 세척제 등의 화학물질에 노출될 수 있다.

세탁실은 각종 세제와 표백제 등의 화학물질 노출 가능성이 높다.



부서별 화학물질 사용현황3.

가 내시경 검사실.

사용물질 사용구분 노출형태

과붕산나트륨 기구소독 액체 피부/

글루타알데히드 소독제 호흡 피부 액체, /

락스 살균 소독, 호흡 피부 액체, /

에탄올 소독제 호흡 피부 액체, /

포름알데히드 조직보존 호흡 피부 액체, /

나 방사선 치료실.

사용물질 사용구분 노출형태

다 일반 병동.

사용물질 사용구분 노출형태

과산화수소 상처소독 호흡 피부 액체, /

글리세린 관장용 피부 액체/

락스 세척 소독, 호흡 피부 액체, /

리도카인 마취 피부 액체/

아닐린 염료 술전처치 피부 액체/

아세톤
수술환자

메니쿠어 제거
호흡 피부 액체, /

에탄올 소독제 호흡 피부 액체, /

염산알킬디아미노에칠글리신 기구소독제 호흡 피부 액체, /

염화벤잘코니움 기구소독 피부 액체/

요오드 소독제 호흡 피부 액체, /

클로로헥시딘 손세척제 피부 액체/

톨루엔 시간소변용24 호흡 피부 액체, /

포름알데히드 방부제 호흡 피부 액체, /



라 병리실.

사용물질 사용구분 노출형태

과산화수소 소독제 호흡기 피부 액체 기체, / ,

메탄올 고정액 호흡기 피부 액체 기체, / ,

아세톤 시약조제 고정, 호흡기 피부 액체 기체, / ,

에탄올 탈수 액체 피부 호흡/ /

염산 탈해 호흡기 피부 액체 기체, / ,

크실렌 청명 호흡기 피부 액체 기체, / ,

클로로포름 파라핀 침투시 투명 액체 피부 호흡/ /

포름알데히드 조직 고정제 액체 피부 호흡/ /

마 수술실.

사용물질 사용구분 노출형태

과산화수소 소독제 피부 액체/

글루콘산 클로르핵산 손세척제 피부 액체/

글루타알데히드 기구소독 피부 액체/

아세톤 메니큐어 제거용 피부 액체/

에탄올 소독제 호흡기 피부 액체, /

에틸에테르 장착시skin graft 피부 액체/

염화벤잘코니움 피부소독 피부 액체/

오토프탈알데히드 기구소독 피부 액체/

요오드 소독제 피부 액체/

이소플루란 흡입마취제 호흡기 피부 액체, /

케타민 마취 피부 액체/



바 약제과.

사용물질 사용구분 노출형태

락스 세척제 호흡 피부 액체, /

에탄올 기기소독 호흡 피부 액체, /

글리세린 액체( ) 약에 혼합할 때 피부 액체/

아세트산 약에 혼합할 때 호흡 피부 액체 고체, / ,

에탄올 기구소독 호흡 피부 액체, /

페놀 약에 혼합할 때 호흡 피부 액체 고체, / ,

헥시딘-α 기구소독 호흡 피부 액체, /

에탄올 소독제 호흡 피부 액체, / 　

염화벤잘코니움 소독제 호흡 피부 액체, / 　

에탄올 소독제 호흡 피부 액체, /

염산알킬디아미노에칠글리신 살균소독 호흡 피부 액체, /

사 영상의학과.

사용물질 사용구분 노출형태

아세트산 현상x-ray film 액체 피부/

하이드로퀴논 현상x-ray film 액체 피부/

아 영양팀.

사용물질 사용구분 노출형태

계면활성제 식기세척 호흡 피부 액체, /

락스 살균 소독, 호흡 피부 액체, /

에탄올 식기세척 호흡 피부 액체, /

이염화이소시아뉼산나트륨 식기세척 감염환자, 피부 고체/

탄산수소나트륨 식기세척 감염환자, 피부 고체/



자 외래팀.

사용물질 사용구분 노출형태

과산화수소 소독제 호흡 피부 액체, /

글루콘산클로로헥시딘 손소독제 호흡 피부 액체, /

글루타르알데히드 소독제 호흡 피부 액체, /

디페닐싸이클로프로페논 면역치료시 피부 액체/

락스 살균 소독, 호흡 피부 액체, /

리도카인 국소마취 호흡 피부 액체, /

미네랄 오일 KOH mix 피부 액체/

설파 파우더 냉동치료시 용mix 피부 액체/

수산화칼륨 진균 고정액 피부 액체/

아세톤 제거용Plaster 호흡 피부 액체, /

아세트산 검사용 호흡 피부 액체, /

액체질소 냉동치료 호흡 피부 기체, /

에탄올 소독제 호흡 피부 액체, /

에틸에테르 제거용Plaster 호흡 피부 액체, /

염산알킬디아미노에칠글리신 감염환자 호흡 피부 액체, /

염산알킬디아미노에칠글리신 기구세척 호흡 피부 액체, /

요오드 소독제 호흡 피부 액체, /

질산은 상처소독 호흡 피부 액체, /

크실렌 접착제 제거 호흡기 피부 액체, /

클로로헥시딘 소독제 호흡 피부 액체, /

포름산 사마귀도포 피부 액체/

포름알데히드 방부제 호흡 피부 액체, /



차 응급실.

사용물질 사용구분 노출형태

과산화수소 소독제 호흡 피부 액체, /

글리세린 액체( ) 윤활유 호흡 피부 액체, /

락스 살균 소독, 호흡 피부 액체, /

아세톤 메니큐어제거 호흡 피부 액체, /

에탄올 소독제 호흡 피부 액체, /

염산알킬디아미노에칠글리신 기구세척 호흡 피부 액체, /

요오드 소독제 호흡 피부 액체, /

카 인공 신장실.

사용물질 사용구분 노출형태

글루콘산클로로헥시딘 손소독제 호흡 피부 액체, /

아세톤 제거용Plaster 호흡 피부 액체, /

에탄올 소독제 호흡 피부 액체, /

요오드 소독제 호흡 피부 액체, /

클로로헥시딘 소독제 호흡 피부 액체, /

포름알데히드 방부제 호흡 피부 액체, /

타 재활병원 보장구팀.

사용물질 사용구분 노출형태

메틸이소부틸케톤 신나 피부 호흡 액체, /

벤젠 본드 녹일때 피부 호흡 액체, /

아세톤 본드 호흡 액체 고체/ ,

에틸벤젠 신나 피부 호흡 액체, /

크실렌 신나 피부 호흡 액체, /

톨루엔 본드 호흡 액체 고체/ ,

황산칼슘 보형물제작 호흡 고체/



파 중앙공급실.

사용물질 사용구분 노출형태

락스 실리콘 튜브 세척 호흡기 피부 액체, /

붕산 환자치료 액체 피부/

에탄올 소독제 호흡기 피부 액체, /

에탄올 환자치료 액체 피부/

에틸렌 옥사이드 수술기구 소독 호흡기 기체/

요오드 환자치료 액체 피부/

인함유제 자동세척용 세제 호흡기 피부 기체, /

에탄올 스프레이 분사 호흡 피부 액체, /

인산 기구세척 호흡 피부 액체, /

칼륨 인산염 기구세척 호흡 피부 액체, /

탄산 칼륨 기구세척 호흡 피부 액체, /

하 중환자실.

사용물질 사용구분 노출형태

과산화수소 소독제 호흡 피부 액체, /

글루콘산 클로르핵산 손세척제 피부 액체/

락스 살균 소독, 호흡 피부 액체, /

수산화나트륨 관장용 피부 액체/

아세톤 메니큐어 제거용 호흡기 피부 액체 기체, / ,

에탄올 소독제 호흡 피부 액체, /

에틸에테르 제거용Plaster 호흡 피부 액체, /

염산알킬디아미노에칠글리신 기구세척 호흡 피부 액체, /

염화벤잘코니움 실리콘 튜브 세척 피부 액체/

요오드 소독제 호흡 피부 액체, /

요오드 소독제 호흡 피부 액체, /

크실렌 스티커제거용 호흡기 피부 액체 기체, / ,

클로로헥사딘 lubricant 피부 액체/

톨루엔 시간소변용24 호흡 피부 액체, /

황산 24hr urine collection 호흡 피부 액체, /



갸 진단검사실.

사용물질 사용구분 노출형태

과망간산칼륨 염색 호흡기 피부 액체 기체, / ,
구연산나트륨 염색체 배지 저장액 분말 액체 피부/ /
글리세린 시약제조 호흡 피부 액체, /

납 중금속 검사 액체 피부/
디에틸 피로카보네이트 PCR 액체 피부/
디에틸렌 글리콜 유세포분석 액체 피부/

망간 중금속검사 액체 피부/
메탄올 탈수 호흡기 피부 액체 기체, / ,
메탄올 검사용 호흡 피부 액체, /

메틸렌 블루 염색 호흡기 피부 액체 기체, / ,
벤질 벤조에이트 검경오일 호흡기 피부 액체 기체, / ,

붕산 추출 액체 피부/
수산화나트륨 조절용PH 호흡 피부 액체, /
수산화칼륨 장비세정작용 액체 피부/
아세톤 염색작업시 혼합 호흡 피부 액체, /

아세톤 렌즈세척용 호흡 피부 액체, /
아세트산 전기영동 액체 피부/
아세트산 염색제 호흡 피부 액체, /
아우라민 염색 호흡기 피부 액체 기체, / ,

알루미늄옥사이드 염색제 호흡 피부 액체, /
에탄올 염색 호흡기 피부 액체 기체, / ,

에탄올 염색작업시 혼합 호흡 피부 액체, /
에탄올 검사용 호흡 피부 액체, /
에탄올 염색제 호흡 피부 액체, /
에탄올 시약제조 액체 피부/
에탄올 렌즈세척용 호흡 피부 액체, /
에틸에테르 고정액 호흡기 피부 액체 기체, / ,

염산 조절용PH 호흡 피부 액체, /
요오드화칼륨 염색제 호흡 피부 액체, /
이소아밀 알코올 염색제 호흡 피부 액체, /
이소프로필알코올 혼합 호흡기 피부 액체 기체, / ,
이소프로필알코올 소독제 호흡 피부 액체, /
중탄산나트륨 염색체 배지 buffer 분말 액체 피부/ /

중탄산칼륨 염색체 배지 저장액 분말 액체 피부/ /
질산 중금속 검사 액체 피부/
크레졸 세척용 액체 피부/
크실렌 염색작업시 혼합 호흡 피부 액체, /
클로로포름 추출DNA 액체 피부 호흡/ /
톨루엔 시간 소변24 액체 피부 호흡/ /

파라포름알데히드 유세포분석 분말 액체 피부/ /
페놀 염색 추출, DNA 호흡기 피부 액체 기체, / ,

페로시안화칼륨 시약제조 분말
포름알데히드 유세포분석 액체 피부/
포름알데히드 제fix 호흡 피부 액체, /
포름알데히드 조직보존 호흡 피부 액체, /

황산 buffer 액체 피부/



냐 치과.

사용물질 사용구분 노출형태

과붕산나트륨 기구소독 호흡 피부 액체, /

과산화수소 구내 소독 액체 피부/

락스 표면소독 호흡 피부 액체, /

메탄올 소독제 램프용, 호흡 피부 액체, /

메틸메타크릴렛 장치제작 구내( ) 액체 피부호흡/

아세톤 기구소독 호흡 피부 액체, /

에탄올 소독제 호흡 피부 액체, /

에틸렌 옥사이드 살균 소독, 호흡 기체/

에틸에테르 잔여 제거latex 액체 호흡/

오토프탈알데히드 기구소독제 호흡 피부 액체, /

요오드 소독제 호흡 피부 액체, /

이소프로필알코올 다용도 소독솜 액체 피부/

클로로헥사딘 소독제 호흡 피부 액체, /

포름알데히드 생검시 액체 피부/



화학물질별 안전한 사용 및 관리방안4.

가 소독제.

병원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소독제는 아래와 같다

이소프로필 알콜1) (Isopropyl Alcohol)

가 사용처)

은 살균 소독에 널리 쓰인다 는 체온계Isopropyl Alcohol . Isopropyl Alcohol ,

주사바늘 마취기구 등의 그 밖의 의료 기기 소독에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

나 인체 영향)

은 농도에서 냄새로 인지할 수 있다 눈과Isopropyl Alcohol 40 ~ 200 ppm

점막에 자극을 유발하며 액체에 접촉할 경우 피부 발진이 생길 수 있다.

다 노출 관리 방법)

취급 근로자들은 취급시 피부 접촉을 막기 위해 보호장갑Isopropyl Alcohol ,

안면 보호구와 같은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이. Isopropyl Alcohol

눈에 접촉 될 수 있는 경우에는 눈을 보호할 수 있는 검증된

보호안경 을 착용하여야 한다(Splash-proof safety goggles) . Isopropyl Alcohol

이 피부에 닿은 경우에는 즉시 물로 씻도록 한다 가. Isopropyl Alcohol vapor

발생하는 구역에는 적절한 환기시설이 있어야 한다.



염소2) (Chlorine)

가 사용처)

염소 은 물탱크 욕조 화장실 소독에 사용한다 또한 탈색이나 세탁(Chlorine) , , . ,

설거지 시에도 사용하며 마루 소독제로도 사용 한다 을 포함하는. Chlorine

세제에 암모니아 성분의 물질을 첨가해서 사용할 경우 독성 가스가 발생하므로

절대 함께 사용해서는 안 된다.

나 인체영향)

은 세제에서 서서히 배출된다 반복적으로 에 노출되는 경우Chlorine . Chlorine

콧물 기침 등의 호흡기계 증상이 유발될 수 있다 점막 자극 증상은, . 0.5 ppm　

농도에서 시작되나 비교적 점막 자극 증상은 심하지 않은 편이다.

다 노출 관리 방법)

보호안경 을 사용하여 눈의 접촉을 막도록(Splash-proof safety goggles)－

한다.

글러브 안면 보호구 등을 이용하여 이 포함된 용액에 피부가, chlorine－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요오드3) (Iodine)

가 사용처)

병원 전역에서 널리 사용하며 알콜과 혼합하여 피부 소독이나 일반적인

소독제로 사용한다.

나 인체 영향)

노출시 눈이나 점막 자극 증상 두통 호흡곤란 등이 유발될 수 있다Iodine , ,



다 노출 관리 방법)

글러브 안면 보호구 등의 개인 보호구를 지급하여 피부 노출을 예방한다, .◦
용액이 흡수 되지 않는 의복을 입고 을 취급하고 의복에Iodine iodine◦
이 오염되면 취급 구역을 벗어나기 전에 새 옷으로iodine iodine

갈아입는다 오염된 의복은 을 제거할 때까지 밀폐된 곳에. iodine

보관한다.

피부에 이 닿게 되면 비누를 이용해 물로 씻어나 린스제 등의 세제를iodine◦
이용하여 물로 씻는다 을 취급하는 사람은 식사 흡연 화장실. iodine , ,

이용시에 비누로 손을 씻어야 한다.

페놀4) (Phenolics)

가 사용처)

페놀은 병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독제이다 바닥벽 가구 유리제품. , , , ,

도구 등의 소독에 널리 사용된다 페놀 파라 차 부틸페놀 파라 차. , -3 , -3

아밀페놀 등의 일부 세척성 소독제가 여기에 속한다 이런 소독제는 포자의.

경우에는 별로 효과가 없지만 일반적으로 세균의 경우에는 대부분 효과가 있다.

나 인체 영향)

페놀은 농도에서 냄새로 인지된다 심각한 건강문제는 페놀이0.05 ppm .

피부로 흡수되거나 흡입 또는 섭취하였을 경우이다 페놀의 인체 영향은 국소.

조직자극 증상 눈과 피부 화상 순환계 증상 검은 색 소변 경련 혼수 허탈, , , , , ,

등이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다 노출 관리 방법)

페놀 취급 근로자는 페놀이 피부나 눈으로 튀지 않도록 보호의복 글러브,◦
안면 보호대 보안경 등을 착용하여야 한다 만약 페놀로 오염되었다고, .

생각하면 작업장을 나오기 전에 반드시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하고,



적절한 처리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잘 닫혀진 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런.

물질이 있는 의류를 세탁하는 근로자는 페놀의 위해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페놀이 피부에 닿으면 즉시 비누나 세척제로 씻어야 하고 물에 헹궈내는◦
것이 좋다 페놀이 있는 곳에서는 식사와 흡연을 해서는 안 된다 페놀을. .

취급한 근로자는 식사 흡연 화장실 사용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

한다 추가적으로 페놀을 관리하는 방법은 밀봉 환기 개인보호구 착용. , ,

등이 있다.

제 급 암모늄염5) 4

가 사용처)

중양공급실 미화실 환자 및 수술실 등에서 주고 사용한다, , .

나 인체 영향)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다.

다 노출 관리 방안)

의 허용 노출한계농도 의 권고 노출한계농도 의OSHA , NIOSH , ACGIH

최대허용한계치는 없다 손 소독시는 원액 를 손바닥에 놓고 문질러서. 1~2ml

씻는다.

글루타르알데히드6) (Glutaraldehyde)

가 사용처)

내시경기구 수술용 기구 등 그 밖의 의료 기구 소독에 사용한다, .



나 인체 영향)

흡입 섭취 피부접촉으로 흡수가 가능하며 광범위한 피부흡수는 알레르기성 습진을, ,

유발하고 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냄새 역치는 이기 때문에. 0.04 ppm

의 농도에서는 매우 독성이 강하고 피부와 점막에 자극을 줄 수0.3ppm(1.05 mg/ )㎥

있다.

글루타르알데히드에 노출시 동물 실험에서 태아 독성 손상 등이DNA

유발되었고 미생물에서는 돌연변이가 유발되었다.

다 노출 관리 방안)

글루타르알데히드 흡입을 주의하여야 하며 글루타르알데이드가 눈에 튀는 것을

막기 위해 보안경을 사용하여야 하고 피부 접촉을 막기 위해 보호의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만약 옷이 글루타르알데히드로 오염된다면 오염된 옷을 즉시.

갈아 입고 글루타르알데히드가 완전히 제거되지 전까지는 다시 입어서는 안된다.

글루타르알데히드에 오염된 의복을 세탁하는 근로자들은 글루타르달에히드의

유해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야 하고 피부에 닿은 경우는 즉시 씻어내야 한다.

포름알데히드7)

가 사용처)

포름알데히드는 실험실에서 조직 보관을 위해 사용하고 중앙공급실과

투석실에서 소독제로 사용한다 포름알데히드는 포르말린을 만들기 위해.

메탄올과 물을 혼합하는 경우가 많다.

나 인체 영향)

포름알데히드는 에서 냄새를 인지할 수 있다 인체 급성 영향으로 눈에0.8ppm .

튈 경우 각막 손상이 생길 수 있고 의 저농도에서 최류 증상을 유발0.1~5ppm

한다 의 고농도에서는 기침 흉부 불편감 심박동 증가 두통 등이. 10~20ppm , , ,

발생하며 에 노출되는 경우 폐부종 폐렴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를50~100ppm ,

수 있다 포름알데히드에 만성으로 노출될 경우는 일부 사람들에 감작증이.



유발된다 와 에서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ACGIH IARC .



다 노출 관리 방법)

포르말린이 사용된 검체와 포르말린을 이용하는 시설에는 국소배기시설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적은 양의 포름알데히드는 취급하기 편하게 플라스틱 통에 들어있는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좋다.

바닥 배수구에 배기구가 있어야 한다.◦
응급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흡차포를 준비해 두어야 한다.◦
피부와 눈에 포름알데히드가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보안경 안면,◦
보호구 앞치마 에서 승인한 양압의 호흡보호구 장화 등을, , NIOSH ,

포름알데히드가 쏟아졌거나 튀었을 경우에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나 항암제.

사용처1)

암병동이나 약제실에서 주로 노출된다.

인체 영향2)

급성 영향으로는 피부 자극으로 인한 피부 염증 천식 등이 알려져 있고,

만성적으로는 발암성 태아 독성 돌연변이 유발에 대한 연구들이 있다.

노출 관리 방법3)

약의 준비 투여 폐기 쏟았을 때 의학적 감시 저장 및 이동시 노출이, , , , ,

최소화 되도록 보호구 착용 청소 등을 철저히 한다,

다 에틸렌옥사이드 가스. (ethylene oxide)

사용처1)

중앙공급실 치과 수술실 가스 사용 수술실 등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 EO

가스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EO .



인체 영향2)

가스는 주로 흡입에 의해 노출되며 습기가 많은 피부에 가스가EO

노출됨으로서 자극을 유발한다 가스는 의 냄새 역치를 가지고. EO 700ppm

있지만 농도에서도 눈과 상기도 자극을 유발한다 고동도의 노출은200ppm . EO

피부화상 반점 욕창 두통 오심 혈구용혈 등을 유발한다 매우 높은 농도에서는, , , , , .

구토 빈호흡 쇠약 기면 동조기능 저하 청색증 폐부종 등이 유발된다, , , , , .

노출 관리 방법3)

소독기는 기계실 또는 캐비넷 등의 밀폐된 공간에 위치해 있어야 한다 밀폐된.◦
공간에는 전용 환기 시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소독작업은 중앙집중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소독실로의 접근이 제한되어야◦
한다.

소독기는 적외선 분석기로 적어도 달에 한번은 점검하여야 한다3 . -◦
바닥 배수구는 사이펀 현상을 방지하는 에어갭 을(siphon) (air gap)

설치한다.

진공흡입기로부터 바닥 배수구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에어갭은 잘◦
밀폐되어 있어야 한다 전용배기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

국소환기 시설은 소독기 문 위쪽에 가능한 곳에 위치하게 하여 가스를EO◦
제거한다

소독기를 제조하는 회사에서 권고하는 완전 배출 횟수를 문을 열기 전에 그대로◦
시행하여야 한다 적어도 분 동안은 문을 약간 열어놓은 채로 그대로 두어야. 15

한다.

가스를 공급하는 실린더는 환기가 되는 밀폐 공간에 두어야 한다EO .◦
공기조절기와 과압력 방지 밸브는 전용 배기시설로 환기하여야 한다.◦

가스 탐지기는 환기 여부 측정을 위해 필요하고 들리거나 볼 수EO◦
있는 경보 장치를 해두어야 한다f .

소독실로부터의 환기는 환류되어서는 안된다 배출된 가스는 건물의. -◦
밖으로 즉시 나갈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공기 유입구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으로 배출되어야 하는데 이는 모든 소독기에 해당 한다.



라 프레온.

사용처1)

병리실에서 동결 조직 준비에 프레온 가스를 이용한다 에어로졸 캔의.

추진제로 프레온 가스를 이용하고 중앙공급실에서 소독에 가스와 함께EO

사용하며 냉매로도 이용한다.

인체 영향2)

눈과 피부에 자극과 감작을 유발한다 높은 농도의 프레온에 노출되면.

중추신경계의 억제 쇠약감 어지러움 경련 심부정맥 등을 유발한다, , , , .

노출 관리 방법3)

◦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 환기시킨다

◦ 보안경 앞치마 보호장갑 등을 착용해야 한다, , .

◦ 피부 감작의 위험 때문에 맨손으로 프레온 가스를 취급해서는 안된다.

◦ 오염된 장갑으로 눈을 만져서는 안된다.

◦ 눈 피부 심장 증상 심전도 등을 프레온 가스 취급 근로자들에 대해서, , ,

정기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마 수은.

사용처1)

병원에서 온도계 기구 와, Coulter counters, Vanslyke , Miller-Abbot

튜브 혈압계 등의 기구에 사용되며 치과에서 아말감의 재료로Cantor ,

이용한다 병원에서 수은에 흔하게 노출되는 경우는 체온계 등이 깨지면서.

수은이 쏟아졌을 때이다.



인체 영향2)

주 노출 경로는 흡입이지만 피부 흡수도 가능하다 수은에 단시간 높은 농도로.

노출되면 심각한 호흡기 자극과 소화기계 증상 심각한 신손상이 발생한다, .

감정적 불안정 흥분 진전 잇몸 염증 치주염 타약과다 분비 식욕부진, , , , , , ,

체중감소 등을 유발한다.

노출 관리 방법3)

◦ 수은에 노출되었을 때 긴급조치로 적절한 호흡보호구를 착용하고 수은을

가능한 빨리 청소한다 배기구는 수은 가스가 축적되거나 작업실로.

환류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쏟아진 수은을 청소할 때는 신발 덮개 장갑 수은 가스용 호흡보호구, ,

가운 후드 등의 일회용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쏟아진 수은은 즉시.

수은 진공청소기로 제거해야 하며 수용성 수은 정화제 등을 이용한다.

바 석면. (Asbestos)

사용처1)

병원은 불연성 의복 커튼 및 지붕자재에 필요한 불연성물질 부도체 또는, ,

화학적으로 저항성있는 물질을 포함하여 다양한 목적을 위해 석면을 사용하고

있다 년대 초반전까지 석면은 대부분의 건물에 절연체로 사용되었다. 1970 .

석면은 중앙공급실과 실험실의 열저항 보호 장갑을 만드는데 사용되기도 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장갑들은 낡고 분해되어 공기중에 섬유를 배출하게

된다.

인체 건강 영향2)

석면은 석면폐증 과 암을 유발한다 이 질병들은 첫 번째 노출 후(asbestosis) .

발병하는데 년 걸린다 호흡기로 석면에 노출되는 경우 그 노출량이15-30 .

경미하더라도 폐암 위장관암 악성중피종 등의 복부 종양이 생길 수 있다 석면, , .



노출시 안전한 기준이 아직 없기 때문에 병원에서 단시간 노출되는 중등도 또는

고동도의 석면 노출도 향후 석면과 관련된 질병의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석면에 노출된 사람은 노출되지 않은 사람보다 폐암 발생 위험이 매우 높다.

또한 노출군에서 흡연자들이 비흡연자들보다 폐암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높다

노출 관리 방법3)

석면을 해체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밀폐 및 습식작업을 수행하여,

석면 분진이 비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취급하는 근로자들은 공인된 호흡보호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물질안전보건자료5. (MSDS)

가 물질안전보건자료.

근로자에게 자신이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등을 알려줌으로써○ ․
근로자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도록 하여 화학물질 취급시 발생될 수 있는

산업재해나 직업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불의의 사고에도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화학물질의 성분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
기재한 자료 물질안전보건자료 를( /MSDS : Material Satety Data Sheets)

작성

사업주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제를 제외 를 제조수입사용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 ․ ․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자료 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 라 한다 를( “ ” )

작성하여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 함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비치 제외대상 시행령 제 조의( 32 2)■ ․
원자력법에 의한 방사성 물질①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의약부외품 및 화장품②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③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④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⑤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⑥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⑦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의한 화약류⑧ ․ ․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⑨

위의 물질외의 물질로서 사업장에서 사용하지 아니한 일반소비자용 제제,⑩

기타 노동부장관이 독성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⑪ ․
고시하는 제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법 제 조제 항 및 시행규칙( 41 1○

제 조의92 2)

화학물질의 명칭성분 및 함유량① ․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② ․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③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시행규칙 제 조의 물리화학적 특성 독성에( 92 2) : ,④ ․
관한 정보 폭발화재시의 대처방법 응급조치 요령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 ,․
사항



나 경고표지의 부착.

사업주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함 법(․
제 조제 항41 2 )

경고표지에는 당해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명칭 그림문자, ,－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예방조치문구 공급자 정보 등을 포함하여야, , ,․
함 시행규칙 제 조의 제 항( 92 4 2 )

다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게시.

사업주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관리요령을 게시하여야 함 법 제 조제 항( 41 6 )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에는 화재폭발시 방재요령 취급저장시 주의사항,－ ․ ․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은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포함하여 게시할 수 있음 시행규칙 제 조의( 92 7)

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

사업주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법 제 조제 항 후단 시행규칙 제 조의 제 항( 41 3 , 92 5 1 )



그 밖의 보건관리 사항.Ⅵ

작업환경측정1.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로 하여금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에 대해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며, ․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법 제 조제 항( 42 1 )

가 측정대상 및 측정제외 작업장.

측정대상 작업장 법 제 조제 항 시행규칙 제 조제 항 시행규칙1) ( 42 1 , 93 1 ) :

별표 의 의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11 3

작업장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 시행규칙 별표 의2) ( 11 3)

유해인자 분류 종류

화학적 인자

유기화합물 보건규칙 제 조( 166 ) 종113

금속류 보건규칙 제 조( 166 ) 종23

산 및 알칼리류 보건규칙 제 조( 166 ) 종17

가스상 물질류 보건규칙 제 조( 166 ) 종15

시행령 제 조의 규정에 의한30

허가대상 유해물질
종14

분진 보건규칙 제 조( 3 ) 종6

금속가공유 종1

물리적 인자
시간 시간가중평균 이상의 소음8 80dB 종1

보건규칙 제 장의 규정에 의한 고열7 종1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체에

해로운 유해인자

현재까지는 없음



측정제외 작업장 시행규칙 제 조 제 항3) ( 93 1 )

보건규칙 제 장의 규정에 의한 임시작업 및 단시간작업을 행하는11○

작업장 발암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은 제외( )

임시작업 일시적으로 행하는 작업 중 월 시간 미만인 작업 다만: 24 . ,※

월 시간 이상 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월 행하여지는 작업은10 24

제외 보건규칙 제 조제 호( 166 8 )

단시간 작업 보건규칙 제 장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상유해물질: 11※

취급에 소모되는 시간이 일 시간 미만인 작업 다만 일 시간1 1 . , 1 1

미만인 작업이 매일 행하여지는 작업은 제외 보건규칙 제 조제 호( 166 9 )

보건규칙 제 장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상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을11○

초과하지 아니하는 작업장 그 관리대상유해물질에 관한 작업환경측정에(

한함)

보건규칙 제 장의 규정에 의한 분진작업의 적용제외 작업장 분진 측정에2 (○

한함)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의 노출수준이 현저히 낮은 작업 또는○

작업장에 대해서는 노동부장관이 고시를 통해 작업환경측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시행규칙 제 조제 항 제 호( 93 1 4 )

나 사업주의 의무.

작업환경측정 실시1)

사업주는 측정대상 작업장에 대하여 측정자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측정을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함 법 제 조제 항( 42 1 )․
지정측정기관에 위탁 시 작업환경측정 및 작업환경측정에 따른 시료의※

분석까지를 위탁하여야 함 법 제 조제 항( 42 4 )

결과보고2)

사업주는 측정을 실시한 때에는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 호서식 는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일 이내에20 ) 30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측정결과를 보고

서류보존 법 제 조제 항 및 제 조제 항 시행규칙 제 조3) ( 42 1 64 1 , 144 )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년간 보존42 : 3○

○ 시행규칙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결과를 기록한 서류 년간94 : 5

보존

다만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발암성 확인 물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서류는 년간 보존30

근로자 대표 입회4)

○ 사업주는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작업환경측정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함 법 제 조제 항( 42 1 )

측정결과에 따른 조치5)

○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결과를 당해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당해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 법 제 조제 항( 42 3 )

설명회 개최6)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기관으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함 법 제 조제 항( 42 5 )



다 작업환경측정 주기.

기본주기1)

○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으로 작업환경측정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30 ,

그 후 매 월에 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하여야 함 시행규칙6 1 (

제 조의 제 항93 4 1 )

주기단축 화학적 인자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한 경우2) ( )

○ 작업환경측정결과가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그 측정일부터 월에3

회이상1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함 시행규칙 제 조의 제 항단서( 93 4 1 )

화학적 인자 발암성 물질에 한함 를 취급하는 작업장중 측정치가( )－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화학적 인자 발암성 물질을 제외 를 취급하는 작업장중 측정치가( )－

노출기준을 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2

노출기준을 초과한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의 해당 유해인자에 국한하여※

측정시기를 단축 시행규칙 제 조의 제 항( 93 4 1 )

주기연장3)

○ 다음 경우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년에 회 이상 작업환경을 측정할1 1

수 있음 다만 발암성 물질 취급 작업공정 제외 시행규칙. , (

제 조의 제 항93 4 2 )

최근 년간 그 작업공정에서 공정 설비의 변경 작업방법의 변경1 , ,－

설비의 이전 사용 화학물질의 변경 등으로 작업환경측정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을 것

작업환경측정결과가 최근 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일 것2－



건강진단2.

근로자들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작업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유해인자에○

노출됨에 따라 직업성질환 발생위험에 직면하게 됨

이에 따라 건강진단을 통해 질병 또는 직업성질환을 초기단계에서-

찾아내어 진행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사업주에게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법 제 조( 43 )

가 일반건강진단 시행규칙 제 조제 호 및 제 조제 항. ( 98 2 99 2 )

상시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질병의 조기발견 및 현 종사업에○

대한 의학적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주기적 사무직 근로자 년에( : 2

회이상 기타근로자 년에 회이상 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1 , : 1 1 )

나 특수건강진단 시행규칙 제 조제 호 및 제 조제 항. ( 98 3 99 3 )

직업병의 직접 발생원인인 유해인자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 유소견 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은 반드시 지방노동관서의, ,－

장이 지정하는 특수건강진단기관 에서 실시하여야 함“ ”

특수건강진단 대상여부는 사업주가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작업환경측정결과를※

토대로 결정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 시행규칙 제 조제 호의 규정 및 시행규칙: 98 3○

별표 에 의한 유해인자와 관련된 업무13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 분류 종류

1 유기화합물 화학적 인자 종108

2 금속류 화학적 인자 종19

3 산 및 알카리류 화학적 인자 종8

4 가스상 물질류 화학적 인자 종14

5 영 제 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물질30 화학적 인자 종13

6 금속가공유 화학적 인자 종1

7 분진 분진 종6

8 물리적 인자 물리적 인자 종8

계 종177



다 배치전 건강진단 시행규칙 제 조제 호 및 제 조제 항. ( 98 4 99 6 )

근로자의 신규채용 또는 작업부서의 전환으로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으로 당해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실시

사업주가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당해 근로자가－

담당할 업무나 작업장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등 관련정보를

미리 알려주도록 함 시행규칙 제 조제 항( 99 6 )

구 분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일반부서 유해부서

신규채용 후

업무에 배치하기 전
배치전건강진단

다른 업무로 배치를

전환할 때
배치전건강진단

정기적으로
일반건강진단

년에 회(2 1 )

일반건강진단

년에 회(1 1 )

특수건강진단

월 년 년(6 1 2 )․ ․
일반건강진단 년에 회(1 1 )

직업병 의심 증상

소견 호소시
수시건강진단

지방관서 장의 명령 임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

이퇴직 후․ 건강관리수첩 소지자

건강진단 주기 년( : 1 )



라 사업주의 의무.

건강진단 실시 법 제 조제 항1) ( 43 1 )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
실시하여야 함

근로자대표 입회 법 제 조제 항2) ( 43 1 )

사업주가 건강진단을 실시할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강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함

임시건강진단 실시 명령 이행 법 제 조제 항3) ( 43 2 )

사업주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

근로자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실시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령한 경우 이

명령에 따라야 함

건강진단결과 보고 법 제 조제 항4) ( 43 4 )

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통보하고 노동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함

건강진단결과 조치이행 법 제 조제 항5) ( 43 5 )

사업주는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의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및 작업환경측정의 실시, , ,－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



설명회 개최 법 제 조제 항6) ( 43 6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직접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건강진단기관 등으로 하여금

건강진단결과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함

다만 본인의 동의 없이는 개별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를 공개하여서는 안됨,－

목적외 사용금지 법 제 조제 항7) ( 43 7 )

사업주는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 외의 목적으로○ ․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건강진단 실시시기의 명시 시행규칙 제 조의8) ( 99 4)

일반건강진단 또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할 사업주는○

건강진단 실시시기를 안전보건관리규정 또는 취업규칙에 명시하는 등－

일반건강진단 또는 특수건강진단이 정기적으로 실시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함

건강진단결과의 보존 법 제 조제 항 시행규칙 제 조9) ( 64 1 , 107 )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년간 보존43 : 3○

시행규칙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105 2○

송부받은 건강진단개인표 동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작성한, 3

건강진단결과표 및 법 제 조제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43 3

제출한 건강진단결과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전산입력자료 년간 보존: 5

다만 발암성확인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서류 또는,○

전산입력자료 년간 보존: 30



라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

다만 사업주가 지정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을,－ ․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건강진단기관 등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할 수 있음 법 제 조제 항( 43 3 )

직무스트레스 관리3.

직무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따라5 1

보건규칙 제 조에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259 ('03.7.12

시행 를 신설하고 있으며 직무스트레스 를 근로자의 피로 및 정신적) ,“ ”

스트레스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법에서 중점적으로 사업주에게 구체적 보건상의 조치를 의무화 하고 있는

작업은 장시간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차량운전 전업으로 하는, , (

경우에 한한다 및 정밀기계 조작 작업 등의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게 하는 때이다.

산업안전보건법 보건규칙 제 조[ 259 ]

작업환경작업내용근로시간 등 직무스트레스요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 ․
근로시간단축 장단기순환작업 등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
작업량작업일정 등 작업계획수립 시 당해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할 것◦ ․
작업과 휴식을 적정하게 배분하는 등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근로시간이외의 근로자 활동에 대한 복지차원의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건강진단결과상담자료 등을 참고하여 적정하게 근로자를 배치하고◦ ․
직무스트레스 요인 건강문제 발생가능성 및 대비책 등에 대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

뇌혈관 및 심장질환 발병위험도를 평가하여 금연 고혈압관리 등,◦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시행할 것



현재 직무스트레스와 관련해서 작업관련성을 인정하는 질환은 뇌혈관 및

심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별표 인데 고려하고 있는 직무요인으로( 1) ,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①

과중부하를 줄 수 있는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와 근로자의 업무량과②

업무시간이 발병 전 일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 업무보다 이상 증가되거나3 30%

발병 전 주일 이내에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작업환경 등이1 · · ·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의 만성적인 과로를 초래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이때 과로 는 피로감이 단시간 휴식으로 회복되지 않고 몸의 상태가. “ ”

나빠져 일의 능률저하가 지속되는 현상으로 일종의 피로축적 현상이라 볼 수

있다.

위와 관련해서 직무스트레스 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직무스트레스 및 뇌심혈관계질환예방 업무편람 노동부, , 2008◦
◦ 직무스트레스 평가 직무스트레스 요인 측정지침( (H-42-2006))

(KOSHA-CODE)

직장에서의 뇌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발병위험도평가 및 사후관리지침◦ ․
(KOSHA CODE H-46-2008)(KOSHA-CODE)

가 스트레스 요인.

직무스트레스요인 이라 함은 근로자의 능력이나 자원“ (Job stressor)” ,

바램 요구 과 일치하지 않음으로써 근로자에게 유해한 신체적 또는 정서적( )

반응을 초래하는 업무적 요인을 말한다.

일반적 요인1)

가 시간적 압박 업무시간표 및 속도) ,

장시간 노동 연장근무 교대근무 업무시간 내내 자신이 업무를 통제하지, ,

못하고 수동적인 행동을 강요받을 때 일시적으로 자주 바뀌는 업무시간 스스로,

업무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지의 여부



나 업무구조)

심리적 업무요구가 높고 직무의 재량권이 낮은 업무 업무조직의 변화, , ,

부서이동 좌천이나 승진 업무의 예측가능성, ,

다 물리적 환경)

부족한 조명 과도한 소음 비좁은 작업공간 비위생적 환경 사무직의 경우도, , , ,

불편한 책상 과밀 부족한 환기와 추운 실내온도 등, ,

라 조직)

업무요구사항이 명확하지 못하거나 업무에 대한 전망이 결여되고 책임범위가

명확하지 못하는 등의 역할모호성 과도한 경쟁 성별에 따른 차별 역할 갈등, , , ,

직장내 관계갈등 등

마 조직 외적인 스트레스 요인)

직업안정성과 승진 실업 및 자유시장경제와 전 지구적 경제상황에서의,

고용안정과 관련된 사항 직무안정성의 결여,

바 비직업성 스트레스 요인)

업무 이외의 스트레스 요인들로 개인 가족 지역사회가 처한 환경 등, ,

변형 요인2)

같은 스트레스 요인에 노출되더라도 결과물인 스트레스 반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 등을 말하며 스트레스 관리에 있어 변형요인을 조정함으로써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을 약화 시킬 수 있다.



가 개인적 변형요인)

스트레스 반응에 대한 잠재적 변형요인으로 행동양식 및 개인적 자원 등

나 환경적 변형요인들)

스트레스 반응을 약화시키는 사회적지지로 감정적지지 자존심의 확인 정보의, ,

제공 등

나 스트레스와 건강장해.

스트레스에 의한 인체의 반응1)

가 경고 반응) (Alarm reaction)

스트레스를 받으면 제일먼저 놀라게 되고 우리몸의 생리기능을 관장하는

교감신경계가 흥분을 한다 즉 가슴이 두근거리고 호흡이 가빠지는 등의. ,

생리적 현상이 나타난다.

나 저항 단계) (Stage of reaction)

시간이 지나면 자극에 대한 여유를 갖고 바라보게 되고 적응을 하려하거나

저항을 하게 된다 이 시기에 부신 피질 호르몬 등의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어 우리 신체가 변화에 적응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 그럼으로써.

항상성을 유지한다.

다 소진 단계) (Stage of exhaustion)

스트레스가 계속 지속되면 결국 신체적 방어도 붕괴되고 적응 에너지도,

고갈되며 이때 경고반응의 신체적 징후가 다시 나타난다 소진까지 오면, .

신체의 어느 기관이 고장 나서 병이되어 있거나 정신분열증 같은 정신병이

생기기도 한다.



스트레스에 의한 정신신체적 장애2) ․

같은 스트레스인데도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정시 신체적 질병이 나타나는

이유는 주로 자율 신경계의 반응과 취약한 신체기관이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심혈관계 빈맥 부정맥 고혈압 협심증: , , ,◦
위장관계 신경성 구토 위경련 가슴앓이 딸국질 설사 위궤양: , , , , , ,◦

십이지장궤양 변비,

호흡기계 신경성 기침 기관지 천식 과호흡 증후군 등: , ,◦
생식기계 빈뇨 발기부전 불감증 조루증 월경불순 불임증 등: , , , , ,◦
내분비계 당뇨병 비만증 갑상성 질환 등: , ,◦
신경계 편두통 수전증 서경증 등: , ,◦
근육계 근육통 요통 류마티스 관절염 등: , ,◦
피부계 두드러기 원형탈모증 가려움증 신경성 피부병 다한증 등: , , , ,◦
기타 알코올 남용 불안장해 우울증 수면장애 공황장애 등: , , , ,◦

직무스트레스의 초기 경고 증상3)

조직적 수준 개인적 수준

높은 결근율

높은 이직율

낮은 수행성과 생산성

비효과적이거나모순적인경영방식

불만족스러운 노사 관계

불량한 안전 기록

보험 청구와 책임요율 증가

소비자 불만족 증가

조기 퇴직과 질병 퇴직 증가

일련의 비특이적 신체증상들이 나타남 두통: ,

위장장애 피로감 어지럼증 어깨결림, , ,

일련의 정신적 증상들 압박감 불안 우울 집중력: , , ,

장애 화를 잘냄,

수면장애 불면 자고나도 개운치 않음 동기화 및( , ) :

직무만족 수준이 낮음 사기 저하,

헌신감이나 충성심을 느끼지 못함

시간 지키기를 잘 못함

질병이나 사고에서 회복 및 작업복귀 지연

시간 때우기

알코올 약물 남용 문제/

부부간 및 관계의 어려움



다 질환별 직무스트레스 요인.

심혈관계 유발 직무스트레스 요인1)

구 분 유 해 인 자

화학적 요인
이황화탄소 염화탄화수소 일산화탄소, , ,

메틸렌클로라이드 니트로글리세린,

물리적 요인 소음 서열고온작업 한냉작업, ,

사회심리적 요인
급작스러운 정신적 스트레스 만성적 정신적 스트레스,

업무량 업무자율성 노력보상 적절성 등( , , )

육체적 요인
급작스러운 육체활동

만성적 과도한 육체활동 장시간 노동,

작업관리적 요인 교대근무 야간근무 불규칙적인 근무, ,

복합적 요인 운전업무

근골격계질환 유발 직무스트레스 요인2)

구 분 세 부 내 용

개인적 특성 키 몸무게 작업경력 등, ,

직업성 특성 작업시간 교대근무 작업경력 등, ,

인간공학적 특성
작업방법 반복성 부자연스런 자세, , ,

과도한 힘 접촉스트레스 진동 등, ,

정신학적 요인
단조로운 작업 작업의 힘든 정도 업무량 작업방법 등을, , ․

결정할 수 있는 권한 상사 또는 동료의지지 등,

사회적 요인
인력의 변화 단위시간당 생산량 또는 생산속도의 변화 작업, ,

방식 및 조건의 변화 경기침체 등,

라 스트레스 평가.

직무스트레스를 평가하는 생물학적 지표로는 카테콜아민 코티졸 도파민, , ,

세로토닌 등의 신경내분비계 지표 여러 면역지표 고혈압 호모시스테인, , , ,

심박동수 변이 등의 심혈관계 지표 등이 활용되고 있다.

또한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평가도구 는(KOSHA-CODE H-42-2006)

직무스트레스를 물리환경 직무요구 직무자율 직무불안정 관계갈등 조직체계, , , , , ,



보상부적절 그리고 직장문화의 개의 영역으로 구성 평가하고 있으며 계산된, 8 ,

값은 전국 평균 및 사분위수와비교하여 그 사업장의 집단 직무스트레스의,

수준을 평가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마 스트레스관리.

일반적 원칙1)

직무스트레스 관리 접근 방식

스트레스원 을 제거하는 방향(stressors)

개인의 대응전략에 초점을 두는 방향

개인적 접근

조직적 접근

개인별 치료나 관리 뿐 아니라 스트레스 관련 증상 호소 근로자의 관리는

개인적 수준과 조직적 수준에서 제공되어야 하며 업무관련성 및 업무적합성

평가 의뢰체계 구축 사후조치 작업복귀 등에 대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 ( ) .

치료는 증상의 진단 양상 중한 정도 및 의뢰 필요성에 따라 결정한다, , .

정신과 질환이 없는 환자라면 스트레스원이 완화되거나 자원과 대처기법이,

향상되었을 때 몇 주 내에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일차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악화되거나 개월 이상 지속될3

경우는 정신과 전문의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다.

스트레스 관리방법2)

가 개인적 차원)

의뢰 다음과 같은 경우 정신과 전문의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다: .①

정신과 의뢰기준

스트레스 관련 증상이 개월 이상 계속될 경우- 3

업무상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을 때-

직무외적 요인 즉 가족의 문제가 더 큰 요인일 경우- ,



직속상사에 대한 건의 근무 교대주기의 수정 등,②

근로자와 관리 스케줄 작성③

근로자 교육④

부적합한 대처기전의 수정◦
부적합한 대처기전의 부작용 그들의 현 증상 새롭고 적합한 대처기전을, ,

개발할 수 있는 능력 등을 근로자에게 교육해야만 한다 새로운.

대처기전을 익히기 전에 현재의 대처기전을 포기하도록 종용하는 것은

흔히 역효과를 보인다는 점을 명심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흡연. , ,

음주 약물복용을 줄이거나 중단하도록 상담하는 것은 적절한 관심을,

전달하는 것이 된다

유산소 운동◦
달리기 수영 등산 빨리 걷기 등을 주 회이상 회당 시간씩 하도록, , , 3 , 1 30-1

한다.

스트레스 관리 기법들⑤

인지행동치료 기법 자기 관찰 인지행동치료 이완훈련 점진적: , , ,◦
근육이완법, 바이오 피드백 명상 자기 주장 훈련, ,

기타 기법 상담 정신치료 최면치료 요가 단전호흡 참선 마사지: , , , , , ,◦
개인에 대한 조치는 스트레스의 수준과 정도에 따라 되도록 구체적으로⑥

이루어지는 게 좋다.

스트레스로 인해 최근 개월간의 위장증상 두통을 호소하는 근로자2 ,

해결방안의 예[ ]

스트레스의 인지에 대한 교육 시간 근육 이완요법 테이프 제공1. 2 ,

위장장애에 대한 내과적 치료 주 금연교실에 등록 권유2. 4 ,

교대제에서 주근근무로의 변경3. 3



나 집단적 차원)

스트레스 관리를 위하여 집단 수준에서 아주 일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실천한다.

스트레스를 알고 이해하기 소규모 워크샵( )

주일에 시간 정도 시간제한을 주지 않고 가급적 사업장과 떨어진 곳에서1. 2

모임을 가진다.

직무 스트레스의 원인과 이로 인해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소개한다2. .

이런 주제들이 참가자의 직업세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토의한다3. .

이런 주제들과 참가자의 개인적 생활과의 상호관계를 토의한다4. .

집단적 프로그램의 객관적 평가 지표 보건의료비용의 감소 결근율의: ,◦
감소 이직율 감소 생산성 향상, ,

집단적 프로그램의 주관적 평가 지표 삶의 질 증진 근로자간 인간관계: ,◦
개선 스트레스 대응 능력의 향상 조직과의 관계 개선, ,

직무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의 예■

단계 관리 내용

제 단계1 직무스트레스의 증상과 요인을 파악하기

제 단계2 스트레스란 무엇인지 이해하기

제 단계3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자신의 대처 방법을 파악하기 스트레스 요인.( ,

이 요인에 대해서 그것이 발생한 당시 자신의 감정과 생각 반응 파악, )

제 단계4
목표 설정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표를 정하기-

제 단계5 동기를 부여하자 !

제 단계6 인지수정기법 생각을 바꾸자- !

제 단계7 신체조절법을 익히자!

제 단계8 생활습관을 개선하자!



뇌심혈관질환 예방4. ․

가 기초질환 관리.

뇌심혈관질환이 현대인의 생활습관 및 스트레스와 같은 환경적인 요인들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질환이라는 것이 이미 입증된 바 이러한 이유들이,

뇌 심혈관질환자의 증가의 원인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ㆍ

뇌 심혈관질환의 발병은 경험 및 통계적으로 유의한 위험요인들이 원인이 되어ㆍ

나타난다.

뇌심혈관질환별로 본 위험요인■

질환 연령 고혈압 음주 흡연 고지혈증 비만 당뇨병

뇌출혈 + +++ ++ + - + +

뇌경색 ++ ++ + ++ + + ++

허혈성심질환 ++ ++ - + ++ +++ + +++

주 특별히 강한 관계 강한 관계 관계가 있음 부의 관계가 있음: +++: , ++: , +: , -: .

자료 김수근: (2005)

그러나 개인의 감수성이나 위험요인들의 수준 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시간 및,

정도 등에 따라서 발병과 사망의 형태가 항상 동일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 심혈관질환은 예방과 관리를 하여야하는 질병인데 그,ㆍ

이유는 위험요인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위험요인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등의

발병 전이나 발병초기에는 생활습관을 호전시키는 것만으로도 질환의 예방과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뇌심혈관질환의 위험요인 중 예방 가능한.

기초질환으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비만 등으로 관리방법은 다음과 같다, , , .

나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및 사후관리.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평가 실시 근거1)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 조 직무스트레스에259 【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에 의거하여 뇌혈관 및 심장질환의 발병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직장에서의 뇌심혈관질환. ․



예방을 위하여 직장에서의 뇌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실무형 발병위험도 평가『 ․
및 사후관리지침 을 로 제정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CODE』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도 사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보급하고 있다.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평가 도구2)

찾아보기KOSHA CODE■

-http://www.kosha.or.kr

정보마당 산업보건위생지침 번 번실무형/KOSHA-CODE/ /8 (H-11-2004), 39 ( , H-46-2008)

-http://www.kosha.net

안전보건 산업보건위생지침 번 번실무형DB/KOSHA-CODE/ /8 (H-11-2004), 39 ( , H-46-2008)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년도 제정한2004 KOSHA-CODE

는 건강진단 자료 중 차 정밀검사 자료가 필요하고 년도H-11-2004 2 , 2008

제정한 실무형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는 현행 일반건강진단 검사항목과

통일시켜 일반건강진단만을 실시한 경우에도 발병위험도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실무에 적용하기 편리하다.

작업관련 유해요인의 확인3)

가 개요)

발병위험도란 작업관련 유해요인으로 인한 건강영향의 심각성과 그것이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을 곱한 개념이다 그러나 이것을 구하기 위해 복잡한.

정량적 계산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대부분은 근로자의 참여를 통하여,

정성적 주관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

건강진단이나 작업환경측정은 개별적인 유해요인에 대한 단독평가에 그쳤으나,

발병위험도평가는 작업자 개개인의 특성과 작업내용별 특징을 모두 종합하여

평가한다.

이 단계에서는 발병위험도평가의 기본단위를 구분한 다음 작업관련,

유해요인을 찾아낸다 유해요인을 파악하여 그로 인한 건강영향정보를 얻으면.

예방 관리해야 할 잠재적 건강 문제가 나타난다 평가단위의 구분이나.

유해요인을 확인하고 둘 다 현장의 관리 감독자와 근로자가 협력하면 수월하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말고 나중에 좋은 방법이 생기면 수정

보완하도록 한다 가능한 것부터 먼저 시작하고 실전 경험을 쌓은 후.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나 목표)

전담직원은 발병위험도평가 단위를 잘 구분하여 누락되는 부서가 없도록 한다.

작업관련 유해요인을 확인할 때 개념을 잘 이해하여 누락사항이 없도록 한다.

다 실시요령)

발병위험도평가 단위는 공정도와 작업 표준서를 참고하여 작업 부서별로

나눈다 발병위험도평가를 실제 수행하기 쉽도록 작업단위를 구분하되 단순한. ,

공간적 구분만이 아니고 작업내용별로 분류하여 평가단위를 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발병위험도평가 단위를 구분하는데 있어 정해진 방법은 없다. .

따라서 회사마다 자기 형편에 맞게 어떤 한 부서라도 평가대상에서 누락되는

것을 막고 수행하기 쉽게 평가단위를 구분한다.

기존의 산업안전보건실태와 직장순시결과를 통하여 뇌심혈관질환의 잠재적․
유해요인을 찾아낸다 여기서는 발병위험도에 대한 것은 뒤로 미루고.

조금이라도 유해요인으로서 가능성이 있는 것은 전부 포함한다 작업관련.

유해요인을 찾아내는 방법은 아래의 표와 같다.

작업관련 유해요인을 효과적으로 찾아내는 방법■

방법 응용의 실제 방법의 장점

Brain

storming

메모지에직무스트레스에

대해생각나는대로작성하여

분류

광범위한 관점의 수집과 분류가 가능

작업시찰
작업을상세히관찰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
이미지의 구체화와 현장 의견의 반영

체크리스트에

의한 점검
항목별로 점검 필요항목을 누락하지 않고 점검

검토group 우선 과제의 토론
우선 과제의 파악과 토론에 의한 새로운

아이디어

기존자료

검토
건강진단자료

작업관련 뇌심혈관질환의 경우 개인의 감수성․
특히 고혈압과 같은 기초질환이 중요하다.

즉 기초질환과 작업관련 유해요인이 같이,

있을 때와 유해요인만 단독 존재할 때는 매우

다른 의미를 가지므로 기존 건강진단자료를

참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작업장에서의 정상 및 비정상적 조업상태와 비상사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요인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수집한다.

유해요인에 대한 기존의 정보를 폭넓게 수집한다 예를 들면 화학물질의 경우. ,

를 이용할 수 있으며 업무상 과로나 정신보건문제에 관한 정보는 자사MSDS ,

및 타사의 사례를 참고로 한다.

작업관련 뇌심혈관질환 발병에 영향을 주는 유해요인 예시( )■ ․

정신적 육체적,

부담을 주는 작업

주당 시간 이상의 장시간노동- 60

고정적인 야간작업-

정신적 심리적으로 부담이 큰 업무 예 중요 프로젝트의- ( :

책임자)

힘이 많이 드는 중노동을 연속적으로 해야 하는 작업-

심장질환을 동반한 부정맥이 있는 근로자의 운전 작업-

또는 고소작업 등

물리적 유해요인
용광로작업과 같은 고열작업 또는 한랭 작업-

갱내작업 등 산소가 부족하기 쉬운 곳에서의 작업-

순 환 기 계 질 환

발병에 영향을

주는 화학적

유해요인

이황화탄소 일산화탄소 유기질산 시안화화합물 비소- , , , , ,

유기인 할로겐화탄화수소 등,

한편 작업관련성 질환은 유해요인보다는 개인적 감수성이 발병에 더 크게,

관여할 수 있다 특히 작업관련 뇌심혈관질환의 경우 고혈압과 같은 기초질환. ․
유병 여부가 발병위험도를 좌우 하므로 작업관련 유해요인 확인만으로는․
건강문제의 심각성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기 실시한 건강진단결과를

자료화한다.

작업관련 유해요인 (hazard, hazard means that can cause harm※

잠재적(eg. chemicals, electricity, working from ladders, etc.

위험성 화학물질과 같이 인체에 독성 이 있는 물질 뿐) : (toxicity)

아니라 작업 부담요인 사회심리적 요인 기계설비 등 사업장에서, ,

업무와 관련하여 노출될 수 있는 모든 유해요인이 잠재적으로 갖고

있는 인체에 미치는 해로운 성질 또는 유해요인 그 자체, ( )



작업관련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4) ․

뇌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발병위험도 평가 및 사후관리 지침< (KOSHA

에서 위험도 평가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본적으로 년에 회CODE)> 2 1

주기로 평가를 실시하며 작업관련 유해요인관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

가 개요)

발병위험도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작업관련 유해요인에 노출되는

경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작업현장에서 작업 진행방법을 상세히.

관찰하던가 근로자와 관리감독자로부터의 의견 청취 또는 작업자들의 작업관련

자각증상을 파악함으로써 유용한 정보를 얻는다 발병위험도평가는 보다.

구체적인 작업상황과 유해요인의 접촉 및 노출상황에 대해 개인별로 평가하여,

유해요인의 접촉과 개인 노출방지 감소가 어느 정도 필요한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현재 기초질환 또는 기존질환 보유 작업관련 유해요인,㉠ ㉡

노출정도에 대한 평가 및 개인의 감수성 평가 등을 종합 최종적으로, ㉢

뇌심혈관질환의 발병위험도를 판단한다.․
이러한 평가기법은 정해진 틀은 없으며 직장 현실에 맞게 확립해 나간다.

나 목표)

작업관련 뇌심혈관질환 예방대책으로 각 직장에서 확인된 뇌심혈관질환발생․ ․
유해요인과 개인의 감수성 요인을 파악하여 작업관련 뇌심혈관질환「 ․
발병가능성평가 방법을 확립한다.」

다 발병위험도평가 실시 절차)

위험도는 화학물질 뿐 만 아니라 기계안전 인간공학 노동시간과 과로방지 정신보건, , , ,

등 모든 산업안전보건 기술 분야에 대하여 적용될 수 있다 위험도평가는.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은 가지 순서로 이루어진다4 .

작업관련 유해요인 파악 유해요인에 대한 노출평가⇢
위험도 판정 위험도 관리⇢ ⇢



작업관련 뇌심혈관질환에 대한 발병위험도 평가는 작업관련 유해요인 파악․
단계 앞에 개인의 감수성요인 조사를 선행하는 것이 다르다 작업관련.

뇌심혈관질환 발생이 우려되는 부서의 발병위험도 평가절차는 다음과 같다.․

개인의 감수성요인조사 작업관련 유해요인 파악⇢
유해요인에 대한노출 평가 위험도 판정 위험도 관리⇢ ⇢ ⇢

뇌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발병위험도 평가 및 사후관리 지침< (KOSHA

에서는 최종 발병위험도 평가 시에 건강진단결과로 파악할 수 있는CODE)>

개인의 감수성 부분만을 고려하였으며 작업관련 유해요인을 포함시키지,

못하였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작업관련 유해요인까지 포함한 발병위험도평가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전자와 구분을 위해서 작업관련 뇌심혈관질환< ․
발병위험도 종합평가 라 칭하기로 한다 발병위험도 종합평가는 다음과 같은> .

절차로 진행된다.

개인의 감수성요인 조사(1)

건강관련 개인정보조사 작업관련 뇌심혈관질환의 발병위험도 평가에서는: ․
개인의 감수성 요인에 대한 정보조사로부터 시작한다 작업관련 뇌심혈관질환. ․
발생은 기초질환으로부터 시작되는 발병 특성 때문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정보는

기초질환 및 기존질환의 유병 여부이나 이것 외에도 아래 표에서 예시한,

개인의 감수성 관련 정보를 함께 수집한다 이러한 정보는 기존의 건강진단.

결과 자료나 설문지에 의한 건강면접조사를 통해 얻을 수 있다.

종합평가 시 고려해야 할 개인의 감수성 요인■

과거 또는

현재병력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일과성 뇌허혈 발작 뇌졸중 협심증, , , , , ,

심근경색증 등

성 및 연령 남 세이상 여 세이상45 , 55

생활습관
식습관 짜거나 기름지게 먹기 운동부족 흡연 음주( ), , , ,

휴식부족 스트레스 등,

가족력 심혈관질(

환의 조기발병)
남 세 이전 여 세 이전55 , 65

현재 증상 두통 현기증 가슴 두근거림 가슴의 통증 등, , ,



현재 건강상태 조사(2)

이는 두 가지 목적으로 시행한다 그 하나는 개인의 감수성이 발병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현재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현재 노출되고,

있는 유해인자가 건강의 결과로 나타난 건강영향평가이다 후자에 대해서는.

과거의 건강상태와 비교해 봄으로써 판단이 가능하므로 이 두 가지 목적을,

위해 건강조사를 분리 실시할 필요는 없다 여기서는 건강영향평가 수행.

시점에서 입수 가능한 각종 건강정보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된다 가능하면.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근로자 건강진단 기회를 이용한다.

작업관련 유해요인 파악(3)

앞의 종합평가 시 고려해야 할 개인의 감수성 요인을 참조하여 발병위험도평가 를< >

위한 작업단위별 작업관련 유해요인 을 파악하여 목록을 작성한다< > .

작업관련 유해요인별 건강영향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정리한다 여기서는.

작업관련 뇌혈관질환 및 심장질환 발병에 영향을 주는 유해요인에 한정지어 예를

들고 있으나 이들 유해요인이 뇌심혈관질환보다 다른 직업병이 더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다 가령 소음이 심한 부서에서는 뇌심혈관질환 보다는 소음성난청의.

발생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러므로 작업관련 뇌심혈관질환의 발생가능성을. ․
판단하는 데는 유해인자보다는 개인의 감수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아래 표를 참조하여 작업관련 유해요인별 건강영향의 심각성을 판정한다.

작업관련 유해요인으로 인한 건강영향의 심각성 판정 예■

심각성의

크기
질병 또는 사고의 예

매우

해로움

절단 중상골절 중독 다발외상 치사상 직업성 암 수명을, , , , , ,

단축시키는 중증 질환 급성 치사성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심각한, ( , ),

신체 기능장해를 영구히 남길 수 있는 질환

해로움
열상 화상 안구진탕증 중증의 염좌 경도의 골절 난청 피부염, , , , , , ,

천식 작업관련 근골격계질환 경도의 영구후유증, ,

약간

해로움

피부표층의 상처 경도의 절창 및 타박상 분진에 의한 눈의 자극, , ,

귀찮음과 안절부절 증상 일시적으로 불쾌감을 일으키는 건강장해,

여러 유해인자가 다양하게 존재할 경우 복합적인 사항을 고려한다.



유해요인에 대한 노출평가(4)

건강영향의 심각성이 큰 작업관련 유해요인 순서에 따라 유해요인별

노출평가를 실시한다 건강영향이 같거나 유사한 유해요인들에 의한 복합노출. ,

노출빈도 유해요인의 크기를 말하는 노출크기를 고려한다, .

노출평가 노출량 노출방법 및 복합유해요인 노출 등을 고려: ,※

노출량 노출빈도 노출시간 노출수준 노출크기= ( ) × ( )※

발병위험도 판정(5)

기초질환 또는 기존질환 유병 여부와 관련하여 뇌심혈관질환의 발병 가능성을․
일차적으로 판단한다 기초질환이나 기존질환이 없다면 뇌심혈관질환에 영향을. , ․
미치는 작업관련 유해인자에 노출된다 하더라도 발병 가능성은 적거나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작업관련 유해요인의 노출량 개인의 감수성요인 등을 종합하여< >, < >

발병가능성 의 크기를 판단한다< > .

해당 작업관련 발병가능 건강문제의 심각성 과 발병가능성 크기가 판단되면< > < >

발병위험도 를 최종 판정한다< > .

직장 폭력예방5.

가 직장 폭력 개요.

직장 폭력은 물리적 강제력을 이용한 신체적인 공격행위 뿐만 아니라

위협적인 행동 언어적 위협 인격적 괴롭힘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의미를, ,

가진다 미국의 국립직업안전보건연구소 는 직장 폭력에 대해 폭력. (NIOSH) "

행위 물리적 공격 및 위협 가 직장이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향하는( )

것 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테러행위의 의미를 포함하며 사업주가 제공하는"

직장내 뿐만 아니라 직무와 관련된 장소도 함께 포함한다 수년 동안 의료 및.

사회 서비스 근로자들은 직업과 관련된 폭력의 위험에 노출되어 왔으며 폭력은

여러 분야에서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폭력에 대한 예방 필요성이 크게

제기되고 있다



직장 폭력발생 일반현황1)

가 최근 년간 직장내 폭력현황) 3

구 분 계

운수창고

및

통신업

보건 및

사회복지

사업

건물등의

종합관리

사업

임대 및

사업

서비스업

제조업

도 소매.

및

소비자

용품

수리업

음식

및

숙박업

기타

계 1,073 314 147 145 89 87 61 55 175

2008 469 127 68 63 35 40 26 23 87

2007 342 104 45 42 25 26 21 21 58

2006 262 83 34 40 29 21 14 11 30

나 직장내 폭력의 발생특성 년도 건에 대한 분석) (2008 469 )



직장 폭력과 관련한 법적 사항2)

가 근로기준법 관련)

제 조 강제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의 정신상 또는7 ( ) : , ,①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제 조 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8 ( ) :②

근로자를 폭행하지 못한다.

나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및 형법 관련)

제 조 폭행등 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2 ( ) :①

따라 처벌한다 형법 제 조제 항 폭행 의 죄를 범한 자는 년 이상의. 260 1 ( ) 1「 」

유기징역

형법 제 조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년 이하의260 ( ) : 2②

징역 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500 ,

직장내 폭력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3)

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하는 업무)

현금 및 귀금속 등의 취급업무 서비스업의료교육상담업무 주류판매 및, ,․ ․ ․
도소매업무 주로 혼자서 일하는 업무 가정 방문 판매업무 등, ,․

나 특정한 직업 종사자)

보건의료종사자 운수근로자 교사 경비업 종사자 소매업 종사자 주류 판매, , , , ,․

다 특정시간 및 일자 늦은밤 이른아침 월급날 세금 납부일 감정 평가일) : , , , ,

등



라 특정한 지역 건물) ,

범죄율이 높은 지역 범죄자 등 위험인물이 자주 드나드는 장소 인적과 멀리, ,

떨어져 고립되어 있는 장소 등

보건의료업종 폭력 유발요인2) ․
환자나 그들의 가족 친구들이 소지하고 있는 흉기,◦
정신 장애 및 공격적인 환자들의 증가◦
병원에서 직접 관리에 해당되지 않는 급만성 정신 장애 환자의 증가◦ ․
병원 약국 등의 돈과 약물 등은 강도들의 우선 표적 대상,◦
긴급 치료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오랜 기다림의 경우 순간적인 폭력감정 발생◦
조직 폭력배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자 외상 환자 및 환자 가족 등의 증가, ,◦
환자를 진단하거나 치료하는 동안 격리된 공간에서의 업무◦
적대적이거나 공격적인 행동에 대한 관리 및 대처 훈련 부족◦
협소한 주차장 및 주차장 조명 불량 등◦

나 직장 폭력예방 대책.

직장 내 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명확한 목표와 목적을 설정하고 예방

프로그램과 시작 날짜를 근로자들에게 공지해야 한다.

폭력 예방을 위한 기본사항1)

직장내 폭력 언어 및 비언어적 위협과 행동 등에 대한 엄격한 정책을 만든다,◦ .

책임자 상사 및 동료 고객 환자와 방문자들이 이 정책을 알 수 있도록, , ,◦
공지하고 및 확인하여 공감대를 형성한다.

직장 내 폭력 행위에 대한 신고시 불이익이나 보복이 없도록 한다.◦
직원들이 신속하게 폭력사건을 보고하고 위험을 없애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폭력예방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경찰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도록 한다.

부서별 책임자를 중심으로 폭력예방을 위한 교육 및 대응기술 등◦
대처방안을 강구한다.



경영진에게 환자와 고객을 위한 서비스만큼 직원의 안전과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시킨다.

근로자는 폭력사건이나 위험상황을 즉시 신고하고 폭력 예방을 위한,◦
제안등의 예방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한다.

폭력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2)

◦ 정기적으로 폭력위험이 있는 장소 및 업무에 대하여 분석하고 관리한다.

◦ 사건 분석은 공격자와 피해자의 특성 사건 전후 발생과정 정황과, ,

피해상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위험하거나 예상되는 곳에 정기적으로 경보 시스템 설치 및 기타 보안 장치 패닉,

버튼 알람 장치 휴대 전화 등을 설치하여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제를, ,

확립한다.

필요시 보안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칼 또는 기타 흉기를 감지할 수 있는◦
금속 탐지기를 설치한다.

◦ 공공의 안전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보다 더 중요하므로 위험 지역에는

시간24 가동되는 감시형 장비를 설치한다.

복도 교차로 또는 시야가 가려진 장소에 곡선거울을 설치한다.◦
◦ 간호사실을 쉽게 침입할 수 없도록 벽 등을 높게 설치하며 쉽게 깨지지,

않는 유리로 대기실이나 고객 서비스 룸을 만든다.

카운셀링이나 환자치료실은 비상구가 두 개가 있도록 만든다.◦
접근을 제한할 수 있도록 문에 잠금장치를 설치한다.◦
상담실이나 치료실의 가구는 최소화 하고 조명은 밝게 하며 가볍고,◦
날카로운 모서리 또는 가장자리가 없도록 하고 액자 화병 재떨이 또는, ,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것들을 제한한다.

사용되지 않는 모든 문은 잠그고 화재 시 대응 대책에 따라 관리한다, .◦

폭력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관리사항3)

환자 및 고객 직원에게 폭력을 사용하면 안된다고 정확하게 인식시킨다, .◦
◦ 지역 경찰 등 관계기관과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폭력 사건은 즉시

신고한다.

경찰에게 조사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사건의 경과를 기록한 보고서는 재발 방지를 위하여 보관한다.◦
모든 불만사항은 파악하고 즉시 적당한 방법으로 대응한다.◦
응급 상황시 대처하기 위하여 교육 및 대응 훈련을 실시한다.◦

◦ 줄서 있거나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번호표 지급 등 적정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강구한다.

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적 개선사항4)

◦ 환자 이동 응급처치 식사시간과 심야시간 접수처와 응급치료 시설 등, , ,

취약시간 및 장소에서는 폭력을 대비한 담당직원을 배치한다.

신생아실 또는 소아과 출입시 서명 절차를 거친다.◦
정신병 환자와 고객의 행동을 감시시설을 통해서 감시한다.◦
약 저장창고 또는 약제조실 접근을 제한한다.◦

◦ 과거 폭력성 또는 공격적인 행동에 대한 환자의 기록을 확보하고

공유한다.

처음 환자의 신체적 검사를 수행할 때 간호사와 의사를 홀로 두지◦
않는다.

대립되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식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근로자가◦
목걸이 등의 착용을 금한다.

저녁 또는 늦은 시간 주차지역은 조명을 밝게하고 안전 호위를 제공한다.◦

다 직장 폭력예방을 위한 교육 및 훈련.

모든 근로자 및 관리자 경영진은 폭력에 대한 보편적인 예방 의 개념을, “ ”

이해해야한다 이를 통해 폭력은 예상되지만 적절한 대응을 통해서 폭력을.

제거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으므로 반복적인 교육 및 훈련이 필요하다 신규.

근로자들은 업무 배치전에 폭력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받아야하며 용역 및

위탁직원도 정식직원과 같은 훈련을 받아야한다 업무 책임자는 직원에 대한.

적정한 교육시켜야 하며 필요시 효과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위하여 역할극,

모의토의 반복연습을 실시한다, .



근로자에 대한 폭력 예방교육1)

직장 폭력 예방 정책 및 폭력 유발 위험요인 파악◦
공격 등 폭력행동 및 상황에 대한 빠른 인지 방법◦
폭력상황 또는 공격적 행동 분노를 누그러트리게 하는 방법,◦
비상경보 및 연락체계 수립 및 신속한 연락방법◦
공격적인 사람과 폭력상황에 침착하게 대처하는 방법◦
폭력사건을 보고하고 기록을 유지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 폭력 유발 가능성이 있는 직원의 사생활 등 민감성 윤리적 이슈, ,

다문화적 다양성 등의 이해 및 정보

◦ 의학적 치료와 상담을 받기 위한 절차 폭력 사건과 손상 후 근로자의,

보상 및 법적 조치 등에 관한 사항 등

관리자 및 책임자를 위한 교육2)

관리자 및 책임자는 위험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근로자들이 업무에

배치되기전에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폭력사건시 보고 할수 있는 제도 등이

잘 실행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폭력 위험 요인 제거 및 예방을.

강화하도록 하고 폭력 대응 훈련 손상시 환자 치료 경찰 신고 등 전반적인, ,

폭력 예방활동을 전개할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폭력예방 점검사항 예시. ( )

직장 내 폭력 사례 분석1)

◦ 지난 년간 어떤 폭력사건들이 발생했는가 폭행 위협 강도 기물파손2 ?( , , ,

등)

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장소는 어디인가?◦
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때는 언제인가 요일 교대조 시간 등?( , , )◦
사고가 발생할 때 대개 어떤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었나?◦
어떤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희생되었나 성별 연령 업무 등? ( , , )◦
어떤 종류의 흉기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나?◦
폭행자들 사이에 유사점이 있는가?◦

◦ 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기록되지 않은 부분이 어떤 것 인지 알고 있는가?

여태까지 검토한 사건들 중에 가장 심각했던 사건은 무엇인가?◦
사건들 사이에 주요 패턴이나 동향이 있는가?◦
직장 안의 폭력이 발생하는데 영향을 미친 주요한 원인들은 무엇인가?◦
인지하고 있는 문제들을 줄이거나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폭력에 관한 환경적인 위험요인 분석2)

시설 안에 주변 사람들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자가 있는가?◦
근로자들이 직장 내에서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는가?◦
출입구에 경비원이 배치되어 있고 구석진 곳까지 관찰하고 있는가?◦

◦ 주차장이나 외진 장소 등에 적절한 보안 및 조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통제된 구역의 일반인 접근제한시스템은 잘 가동되고 있는가?◦
비상문들은 허가되지 않은 출입을 예방하기 위해 안쪽에서만 열수 있게 되어있는가?◦
비상상황 시 즉시 연락 할 수 있는 연락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가?◦
특별 위험지역에 경보시스템이나 비상버튼이 설치되어 있는가?◦

◦ 폭력발생 우려가 있는 곳에 적절한 금속탐지기 및 감시용 장비 폐쇄형(

TV) 등이 설치되어 있는가?

비상구와 탈출경로가 잘 보이도록 표시되어 있는가?◦
약 장비 기타 공급품 들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 ?◦
직원들의 소지품을 보관하기 위한 안전한 장소가 있는가?◦
위급상황시 직원이 안전실을 이용할 수 있는가?◦



상담이나 환자 간호실은 개의 출구가 있는가2 ?◦



마 폭력사건의 신고양식 예시. ( )

날짜 요일 시간 폭행자 여성 남성1) : _______ : ______ : ______ : ❑ ❑
구체적인 장소2) : _________________

폭행대상 환자 직원 방문자 기타 피해자3) : : __________❑ ❑ ❑ ❑
가해자 환자 직원 방문자 기타: ❑ ❑ ❑ ❑
가해자의 정보 이름 직업 등( ,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가해자 무장하지 않음 무장함 무기: ( )❑ ❑
사건이 일어난 요인4)

술취한 상태 서비스나 대기시간에서 생긴 불만❑ ❑
안좋은 일에 대한 화풀이 예전의 폭력전과❑ ❑
폭력배와의 연관 기타 서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사건의 유형 신체적 학대 언어적 학대 기타5) : ❑ ❑ ❑
상해여부 예 아니오6) : ❑ ❑
상해정도7)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사건을 구체적으로 서술8)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사건으로 인해 근무지를 떠난 사람이 있었습니까9) ?

예 아니오 알 수 없다❑ ❑ ❑
사건 처리 관련사항10)

담당 경찰관 이름 및 연락처 : __________________________❑
병원 경비관련 책임자 : ________________❑
사건의 종료11) :

사건의 확산 예 아니오 경찰관의 통보 예 아니오❑ ❑ ❑ ❑
범인 체포 예 아니오❑ ❑

범인의 처분 감금 감시 해고 기타12) : ❑ ❑ ❑ ❑
구속여부 예 아니오 기타13) : : _____________________❑ ❑ ❑
사건보고 완료 담당자14) : ________________

목격자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총 책임자 보고시간: _________________ : _______________❑



보건관리 체크리스트.Ⅶ

병원 산업보건 관리 조사표(check list)

세부 유해요인별 관리 조사표 권고사항- ( ) -

생물학적 인자 감염성 질환1. ( )

가 공기매개 감염 결핵 풍진 수두 등. ( , , )

노출가능 부서 응급실 일반병동 방사선실: , ,◦

항 목 예 아니오
해당

없음

공기매개 감염으로 인한 근로자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관리계획이1.

수립되어 있는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호흡기 보호구가 제공되는가2. ?

특히 결핵으로 확진된 환자에게 진료 시술 등을 하는 근로자가,

시술시에 적절한 호흡기 보호구 마스크 를 착용하는가( ) ?

결핵환자 시술을 위한 격리실이 존재하는가 또는 감염이 의심되는3. ?

환자를 안전하게 격리하기 위한 나 오염된 공기를 직접HEPA filter

외부로 배출 할 수 있는 장소가 존재하는가?

결핵이 의심되거나 확진된 환자는 격리되는가4. ?

결핵환자를 자주 진료하는 장소나 격리실 등에 우연히 들어오지 않도록5.

경고 표지가 부착되어 있는가?

근로자들이 결핵에 대해 증상 징후 전파 조절 및 노출 후 관리와 같은6. , , ,

감염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충분히 주지하고 있는가, ?

결핵환자가 자주 치료받는 시설인 경우 방사선과 촬영실 내에7. ,

결핵환자를 위해 분리된 환기시설을 가진 공간이 존재하는가?

환기시설이 불가능한 경우 결핵환자 촬영할 때 환자에게 마스크를8. ,

착용하게하고 가능한 신속히 검사한 후 격리실로 돌아가게 하는가, ?

결핵환자가 자주 출입할 가능성이 있는 공동 사용 구역 대기실 응급실9. ( , ,

방사선 촬영실 등 에는 전체 환기시설이 충분한가) ?

임신한 근로자는 풍진수두 등 선천성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감염병10. ․
환자와의 접촉을 제한하고 있는가?

공기매개 감염병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고11.

있는가?



나 혈액 및 기타 체액 매개 감염 형 형간염 및 후천성 면역결핍증. (B , C )

노출가능 부서 임상병리실 일반병동 중환자실 응급실 수술실 미화: , , , , ,◦
청소부 실험실 세척실 중앙공급실 세탁실 식당, , , , ,

항 목 예 아니오
해당

없음

혈액매개 감염으로 인한 근로자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관리계획서가1.

문서로 수립되어 관리되고 있는가 연간 이 계획서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가?

사업주는 혈액이나 기타 감염위험 물질의 노출이 예상되는 경우2.

근로자에게 적절한 개인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게 하는가?

병원체 노출이 예상되는 경우 근로자들에게 충분히 알리고3.

교육시키는가?

손으로 혈액 및 다른 감염가능 물질을 다룰 경우 장갑을 착용하는가4. ?

재사용 장갑은 소독되는가 찢어지거나 손상된 장갑은 폐기되는가5. ? ?

혈액전파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공학적 대책 예 안전 주사침6. ( , (retractable

자동 덮게 주사침 무주사침needles), (self sheathing needles),

컨넥터 의료기구가 활용되고 있는가(needless connector)) ?

주사바늘 등 날카로운 일회용 장비를 사용 후 가능한 즉시 적절한7.

수거함 내구성이 있고 잘 새지 않는 에 폐기되고 있는가( ) ?

주사침 손상 기록 대장이 관리되고 있는가 손상이 일어난 장비 발생한8. ? ,

장소 시간 노출자의 인적사항 현황 처치내용 검사결과 등이 적절히, , , , ,

기록되어 있는가?

근로자들이 혈액노출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노출자의9.

인적사항 노출현황 노출자의 처치내용 노출자의 검사결과 등, , ,

감염사고에 따른 조치사항에 대해 교육을 받았는가?

혈액매개감염의 우려가 있는 작업에 근로자를 위한 세면 목욕 등에10. ,

필요한 세척시설이 있는가?



다 피부접촉 감염. (MRSA)

노출가능 부서 응급실 중환자실 일반병동: , ,◦

화학적 인자2.

가 화학적 유해인자 일반.

항 목 예 아니오
해당

없음

기본적 감염예방 지침사항 이 지켜지는가1. * ?

병원은 자체의 구역별 오염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2. MRSA ,

임상의사에게 치료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가?

진단명과 관계없이 모든 환자의 혈액과 체액이 감염성이 있다고 간주하여 주의하는 것 손씻기* ( ,

장갑 착용 보호 가운 보호용 안경 마스크 착용 주사기 등 예리한 물체 다루기 등, , , , )

항 목 예 아니오
해당

없음

유해요인 정보제공을 위해 유해물질의 취급근로자에 대한 교육1. , ,

경고표지 부착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가 시행되는가, MSDS( ) ?

부식성 물질이 눈과 피부에 노출될 경우에 즉각적으로 사용 가능한2.

세면시설 등 세척시설이 구비 되었는가?

유해한 화학물질을 다룰 때 필요한 적절한 개인보호구가 제공되고3.

있는가 보호장갑 보안경 보호의 등?( , , )

약품을 다루게 되는 모든 근로자는 다루는 약품의 유해성에 대해4.

인지하고 교육받았는가?

약국에서 조제된 유해 의약품은 적절한 안전기기 안전용기 를 통해5. ( )

사용되는가?

유해 화학물질 취급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를 실시하고6.

있는가?

측정대상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는가7. ?

특수건강진단 대상자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을8.

실시하는가?



나 산화에틸렌. (ethylene oxide)

노출가능 부서 중앙공급실의 의료기구 소독제:◦

항 목 예 아니오
해당

없음

산화에틸렌 노출 농도가 노출기준 노동부 이하1. (TWA 1 ppm, 2007)

인가?

산화에틸렌 소독기는 비순환성 또는 전용2. (non-recycled) (dedicated)

환기시스템을 통해 산화에틸렌을 건물외부로 배출하는가?

산화에틸렌 소독기 실린더를 교체할 경우 근로자들은 보호 장갑3. , ,

보안경 안면보호대 등을 착용하는가 실린더에 환기후드가 없다면, ?

호흡용보호구를 착용하는가?

사용량 작업내용 등이 포함된 발암성물질 취급일지를 작성하여4. ,

비치하는가 ?

다 수은.

노출가능 부서 중앙공급실의 수은을 포함한 기기의 수리 또는 처리:◦
중에 사고성 누출이 발생가능

항 목 예 아니오
해당

없음

노출 부서의 공기 중 수은 노출농도가 노출기준1. (TWA 0.025 ppm,

노동부 이하 인가2007) ?

수은 누출 이 발생한 경우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누출을2. (spill)

제거하는가?

수은 노출이 있는 장소에서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고 있는가3. ?



라 글루타르알데히드. (3-glutaraldehyde)

노출가능 부서 중앙공급실의 의료기구 소독제:◦

항 목 예 아니오
해당

없음

글루타르알데히드 노출 시에 적절한 개인 보호구가 사용되는가 보안경1. ?( ,

장갑 불침투성 보호의 등, )

노출기준인 천정치 노동부 이상으로 노출될2. (ceiling) 0.05ppm( 2007)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 글루타르알데히드 작업 중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가 사용 되는가?

눈이나 피부에 노출될 경우에 즉각적으로 사용 가능한 세면시설 등3.

세척시설이 구비 되었는가?

글루타르알데히드 노출 시 후드가 설치된 샤워실이 구비되어 있는가4. ?

글루타르알데히드를 포함한 용기는 잘 환기되는 장소에 비치되었는가5. ?

마 라텍스 알레르기.

노출가능 부서 수술실 중환자실 일반병동 응급실 실험실 약국: , , , , ,◦

항 목 예 아니오
해당

없음

근로자가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라텍스 장갑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1. ,

대체 장갑이 제공되는가?



바 포름알데히드.

노출 가능 부서 병리검사실 및 실험실에서의 조직 보관 중앙공급실과: ,◦
투석실에서 의료기구의 냉 살균과 방부제로 사용

항 목 예 아니오
해당

없음

포름알데히드가 사용된 검체와 포르말린을 이용하는 시설에는1.

국소배기시설이 갖추어져 있는가?

포름알데히드 노출 시에 적절한 개인 보호구가 사용되는가 보안경2. ?( ,

안면보호구 불침투성 장갑 등, )

노출 부서의 공기중 포름알데히드 노출농도가 노출기준3. (TWA 0.5 ppm,

노동부 이하 인가STEL 1 ppm, 2007) ?

응급 누출 상황에 대비해서 흡착포가 준비되어 있는가4. ?

눈이나 피부에 노출될 경우에 즉각적으로 사용 가능한 세면시설 등5.

세척시설이 구비 되었는가?

사용량 작업내용 등이 포함된 발암성물질 취급일지를 작성하여6. ,

비치하는가 ?

사 이소프로필 알콜.

노출 가능 부서 중앙공급실에서 의료기구의 소독에 사용:◦

항 목 예 아니오
해당

없음

이소프로필 알콜 노출 시에 적절한 개인 보호구가 사용되는가 보안경1. ?( ,

안면보호구 불침투성 장갑 등, )

노출 부서의 공기중 이소프로필 알콜 노출농도가 노출기준2. (TWA 200

노동부 이하 인가ppm, STEL 400 ppm, 2007) ?

눈이나 피부에 노출될 경우에 즉각적으로 사용 가능한 세면시설 등3.

세척시설이 구비 되었는가?



아 마취가스.

노출 가능 부서 수술실에서 마취도중 안면마스크로부터 누출되는 경우:◦

항 목 예 아니오
해당

없음

사용된 마취가스의 양은 기록되며 가스 누출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1. ,

주기적으로 분석 되고 있는가?

자 항암제.

노출 가능 부서 일반 병동과 약제실:◦

항 목 예 아니오
해당

없음

항암제 노출가능 작업 준비작업 항암제 희석 및 혼합 작업 투여작업1. ( : , :

바늘을 유리병에서 넣고 뺄 때와 주사직전에 공기를 제거하는 작업,

등 근로자에 대하여 노출감소를 위한 주의 교육이 시행되는가) ?

항암제 노출가능 작업 시에 적절한 개인 보호구가 사용되는가2. ?

마스크 장갑( , )



물리적 유해인자3.

가 전리 방사선 노출.

노출가능 부서 방사선실:◦

항 목 예 아니오
해당

없음

전리방사선 노출이 관련규정의 선량한도 이하로 유지되는가1. ?

사업주는 필름배지 티엘배지 등과 같은 적절한 개인선량 측정 도구를2. ,

지급하고 있으며 착용토록 하고 있는가, ?

사업주는 개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모든 근로자의 방사선 노출기록을3.

보관하고 있으며 최소한 매년 개인 노출량에 대해 조언을 하고,

있는가?

방사선 노출 근로자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이4.

시행되고 있는가?

각 방사선 노출 지역은 방사선 주의 표지 와 위험 방사선5. “ ” “

구역 이라는 표지가 눈에 띄도록 표지되어 있는가” ?



인간공학적 유해위험요인4. ․

가 근골격계질환 발생.

노출가능 부서 중앙공급실 수하물 운반 중환자실 및 응급실 수하물: ( ), (◦
작업 밀기 비좁은공간 물리치료실 환자들기 굽히기, , ), ( ,

작업 과도한 힘 방사선과 환자 운반 기기 밀기, ), ( , ),

수술실 환자운반 식당 미화부 세탁부 수하물 작업( ), , , ( ,

반복 작업 실험실 임상병리실 상지 반복 정적), , ( ,

자세 영선부 수하물 작업 행정 업무 증후군), ( ), (VDT )

등

항 목 예 아니오
해당

없음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대한 유해요인조사가 시행되었는가1. ?

유해요인조사에 근로자가 참여하였는가2. ?

각 부서별 인간공학적 위험요인이 평가되었고 해결방안이3.

고려되었는가 인간공학적 디자인된 손 기구 도입 등?( )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교육 올바른 작업자세 근골격계질환의 징후4. ( ,

및 증상 대처요령 등 과 훈련이 시행되고 있는가, ) ?

근골격계질환 증상 및 징후가 발생되었을 때 적절한 의학적 조치를5.

하였는가?



심리적 유해요인5.

가 직무 스트레스.

노출 가능 부서 야간작업 교대작업 근로자 등: ,◦

항 목 예 아니오
해당

없음

근로자 지원프로그램 를 실시하고 있는가1. (EAP) ?

건강진단결과상담자료 등을 참고하여 적정하게 근로자를 배치하고2. ․
직무스트레스 예방을 위해 근로자에게 교육 등을 실시하는가?

뇌심혈관질환예방 발병위험도 평가 및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시행하고3.

있는가?

야간에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수면을 취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4.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장소 등이 설치되어 있는가?

본 체크리스트는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 ) Hospital eTool※

Expert 산업안전보건법령관련 지침System-Standards,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기타 타법령의 관련 규정KOSHA-CODE,

등을 참고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모든 항목이 의무규정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유의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부 록◈ Ⅰ ◈

■ 사업장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KOSHA Code - H - 31 - 2003)

목적1.

이 프로그램은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이하 보건규칙 이라 한다( “ ” )

제 장의 규정에 의거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유해요인 조사와 개선 의학적9 ,

관리 교육에 관한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이하 예방관리프로그램 이라, ( “ ”․ ․
한다 의 표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적용대상2.

이 프로그램은 유해요인조사 결과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으로서 예방관리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용어의 정의3.

이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

가 관리감독자 라 함은 사업장내 단위 부서의 책임자를 말한다( ) “ ” .

나 보건담당자 라 함은 보건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에서( ) “ ”

대내외적으로 산업보건관계업무를 맡고 있는 자를 말한다.

다 보건의료전문가 라 함은 산업보건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의사( ) “ ” ,

간호사 등을 말한다.

기타 이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프로그램에 특별한(2)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 ,

보건규칙 및 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예방관리프로그램 기본방향4. ․
예방관리 프로그램은 아래 흐름도에서 정하는 바와 같은 순서로(1) ․
진행한다.

예방관리프로그램 흐름도■ ․



사업주와 근로자는 근골격계질환이 단편적인 작업환경개선만으로는(2)

예방하기 어렵고 전 직원의 지속적인 참여와 예방활동을 통하여 그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한다.

사업주와 근로자는 근골격계질환 발병의 직접원인 부자연스런 작업자세(3) ( ,

반복성 과도한 힘의 사용 등 기초요인 체력 숙련도 등 및 촉진요인, ), ( , )

업무량 업무시간 업무스트레스 등 을 제거하거나 관리하여 건강장해를( , , )

예방하거나 최소화한다.

사업주와 근로자는 근골격계질환의 위험에 대한 초기관리가 늦어지게(4)

되면 영구적인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치료 등

관리비용이 더 커짐을 인식한다.

사업주와 근로자는 근골격계질환의 조기발견과 조기치료 및 조속한(5)

직장복귀를 위하여 가능한 한 사업장 내에서 재활프로그램 등의 의학적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추진팀5. ․

사업주는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근골격계질환의 예방관리를 추진하기(1) ․
위하여 사업장 특성에 맞게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추진팀 이하(․
예방관리추진팀 이라 한다 을 구성하되 예방관리추진팀에는 예산“ ” )․ ․

등에 대한 결정권한이 있는 자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한다.

예방관리추진팀은 사업장의 업종 규모 등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2) ,․ 적정인력이

참여하도록 구성한다 이 경우 아래 표에 예시된 예방관리추진팀의. ․ 인력을

고려하여 구성할 수 있다.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예방관리추진팀의 구성 예시( )■ ․
중소규모 사업장․ 대규모 사업장

근로자대표 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포함하여․
그가 위임하는 자

관리자 예산결정권자( )․
정비보수담당자․ ․
보건안전담당자․ ․
구매담당자 등․

중소규모사업장추진팀원이외다음의인력을추가함․
기술자 생산 설계 보수기술자( , , )․
노무담당자 등․

대규모 사업장은 부서별로 예방관리추진팀을 구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3) ,․
관리자는 해당 부서의 예산결정권자 또는 부서장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구성된 사업장은 예방관리추진팀의 업무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예방관리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노사의 역할6. ․ ․
가 사업주의 역할.

기본정책을 수립하여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1) .

근골격계질환의 증상유해요인 보고 및 대응체계를 구축한다(2) .․

예방관리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관리운영을 지원한다(3) .․ ․

예방관리추진팀에게 예방관리프로그램의 운영 의무를 명시한다(4) .․ ․

(5) 예방관리추진팀에게 예방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사내자원을․ ․
제공한다.

근로자에게 예방관리프로그램의 개발수행평가에 참여 기회를 부여한다(6) .․ ․ ․



나 근로자의 역할.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의 증상 및 질병발생 유해요인을(1) ,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한다.

예방관리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적극적으로 참여준수한다(2) .․ ․ ․

근로자는 예방관리프로그램의 시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3) .․

다 예방관리추진팀의 역할. ․

예방관리프로그램의 수립 및 수정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1) .․

예방관리프로그램의 실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2) .․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실행한다(3) .

유해요인 평가 및 개선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4)

실행한다.

근골격계질환자에 대한 사후조치 및 근로자 건강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5)

결정하고 실행한다.

라 보건관리자의 역할.

사업주는 보건관리자에게 예방관리추진팀의 일원으로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주기적으로 작업장을 순회하여 근골격계질환을 유발하는 작업공정 및(1)

작업유해요인을 파악한다.

주기적인 근로자 면담 등을 통하여 근골격계질환 증상 호소자를 조기에(2)

발견하는 일을 한다.



일 이상 지속되는 증상을 가진 근로자가 있을 경우 지속적인 관찰(3) 7 ,

전문의 진단의뢰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근골격계질환자를 주기적으로 면담하여 가능한한 조기에 작업장에 복귀할(4)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예방관리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정책 결정에 참여한다(5) .․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교육7. ․
가 근로자 교육.

교육대상 및 내용1)

사업주는 모든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다음 사항에 대한

기본교육을 실시한다.

근골격계부담작업에서의 유해요인(1)

작업도구와 장비 등 작업시설의 올바른 사용방법(2)

근골격계질환의 증상과 징후 식별방법 및 보고방법(3)

근골격계질환 발생시 대처요령(4)

기타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필요한 사항(5)

교육방법 및 시기2)

최초 교육은 예방관리프로그램이 도입된 후 개월 이내에 실시하고(1) 6․
이후 매 년마다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의 제 항의 규정에3 . , 7.1.1 3

의한 교육은 매년 회 이상 실시한다1 .



근로자를 채용한 때와 이 프로그램의 적용대상 작업장에 처음으로(2)

배치된 자 중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작업배치 전에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시간은 시간이상 실시하되 새로운 설비의 도입 및 작업방법에(3) 2

변화가 있을 때에는 유해요인의 특성 및 건강장해를 중심으로 시간1

이상의 추가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근골격계질환 전문교육을 이수한 예방관리추진팀의 팀원이(4) ․
실시하며 필요시 관계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나 예방관리추진팀. ․
교육대상 및 내용1)

사업주는 예방관리추진팀에 참여하는 자를 대상으로 다음 내용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근골격계부담작업에서의 유해요인(1)

근골격계질환의 증상과 징후의 식별방법(2)

근골격계질환의 증상과 징후의 조기 보고의 중요성과 보고방법(3)

예방관리프로그램의 수립 및 운영 방법(4) ․
근골격계질환의 유해요인 평가 방법(5)

유해요인 제거의 원칙과 감소에 관한 조치(6)

예방관리프로그램 및 개선대책의 효과에 대한 평가 방법(7) ․
해당 부서의 유해요인 개선대책(8)

예방관리프로그램에서의 역할(9) ․



기타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10) ․
교육방법2)

교육시간은 교육내용을 습득하여 근로자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만큼(1)

충분한 시간 동안 실시한다.

전문교육은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련 전문과정 교육으로(2)

대체할 수 있다.

유해요인조사8.

유해요인조사는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지침(KOSHA CODE

에H-30-2003) 따른다.

유해요인의 개선 등9.

가 유해요인의 개선방법.

사업주는 작업관찰을 통해 유해요인을 확인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여 그(1) ,

결과에 따라 공학적 개선 또는 관리적(Engineering control)

개선( 을 실시한다Administrative control) .

공학적 개선은 다음의 재배열 수정 재설계 교체 등을 말한다(2) , , , .

관리적 개선은 다음을 말한다(3) .



나 개선계획서의 작성과 시행.

사업주는 개선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개선계획서를 작성하고(1)

시행한다.

사업주가 개선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는 노동조합 또는 해당 근로자의(2)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는다, .

사업주가 개선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공정명 작업명 문제점(3) , , ,

개선방안 추진일정 개선비용 해당 근로자의 의견 또는 확인 등을, , ,

포함한다.

사업주는 수립된 개선계획서가 일정대로 진행되지 않은 경우에 그 사유(4) ,

향후 추진방안 추진일정 등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린다, .

사업주는 개선이 완료되었을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가 참여하는(5)

다음 사항의 평가를 실시하고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보완한다, .

가 유해요인 노출 특성의 변화( )

나 근로자의 증상 및 질환 발생 특성의 변화 특정기간의 빈도 질환의( ) ( ,

발생률 강도율 증상호소율 건강관리실 이용 회수 의료기관 이용 특성, , , ,

등)

다 근로자의 만족도( )

사업주는 문제되는 작업 중 개선이 불가능하거나 개선효과가 없어(6)

유해요인이 계속 존재하는 경우에는 유해요인 노출시간 단축 작업 시간,

내 교대근무실시 작업순환 등 작업조건을 개선할 수 있다, .

사업주는 개선계획서의 수립과 평가를 문서화하여 보관한다(7) .

다 휴식시간.



시간 이상 연속작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적정한 휴식시간을 부여하되2

회에 장시간 휴식을 취하기보다는 가능한 한 조금씩 자주 휴식을 제공할 수1

있도록 한다.

라 새로운 시설 등의 도입 시 유의사항.

사업주는 새로운 설비 장비 공구 등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

인체특성과 유해요인 특성 등 인간공학적인 측면을 고려한다.

의학적 관리10.

의학적 관리는 아래 흐름도에서 정하는 바와 같은 순서로 진행한다.

의학적 관리업무 흐름도■





가 증상호소자 관리.

근골격계질환 증상과 징후호소자의 조기발견체계 구축1)

사업주는 근골격계질환 증상의 조기 발견과 조치를 위하여 관련 증상과(1)

징후가 있는 근로자가 이를 즉시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사업주는 이러한 보고를 꺼리게 하거나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기존의 관행이나 조치들을 제거한다.

사업주는 근로자로부터 근골격계질환 증상과 징후의 보고를 받은(2)

경우에는 작업관련 여부를 판단하여 보고일로부터 일 이내에 적절한7

조치를 한다.

사업주는 이를 위하여 보고를 접수하고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는(3)

체계를 갖추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사업주는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와의 면담과 조사를 통하여(4)

근골격계질환이 있는 근로자를 조기에 찾아낸다.

증상과 징후보고에 따른 후속조치2)

사업주는 근골격계질환 증상과 징후를 보고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신속한(1)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의학적 진단과 치료를 받도록 한다.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신속한 해결방법을 확보하여 해당업무를(2)

개선한다.

가 신속하게 근골격계질환의 증상호소자 관리방법 확보( )

나( ) 해당업무의 근로자와 애로사항에 대하여 상담하고 유해요인이 있는지 확인

다 유해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조언 청취( )



증상호소자 관리의 위임3)

사업주는 근골격계질환의 증상호소자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1)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이를 위임할 수 있다.

사업주는 위임한 보건의료전문가에게 다음의 정보와 기회를 제공한다(2) .

가 근로자의 업무설명 및 그 업무에 존재하는 유해요인( )

나 근로자의 능력에 적합한 업무와 업무제한( )

다 사내 근골격계질환의 증상호소자 관리방법( )

라 작업장 순회점검( )

마 기타 근골격계질환 관리에 필요한 사업장내의 정보( )

사업주는 보건의료전문가에게 근골격계질환자 관리에 대하여 다음과(3)

같은 내용의 소견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가 근로자의 업무에 존재하는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과 관련된 근로자의( )

의학적 상태에 관한 견해

나 임시 업무제한 및 사후관리에 대한 권고사항( )

다 치료를 요하는 근골격계질환자에 대한 검사결과 및 의학적 상태를( )

근로자에게 통보한 내용

라 근골격계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는 비업무적 활동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

통보한 내용

업무제한과 보호조치4)

사업주는 근골격계질환 증상호소자에 대한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그(1)

작업을 제한하거나 근골격계에 부담이 적은 작업으로의 전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증상호소자는 사업주가 시행하는 근골격계부담작업 완화를 위한(2)

작업제한 작업전환 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나 질환자 관리.

질환자의 조치1)

사업주는 건강진단에서 근골격계질환자로 판정된 자는 즉시 소견서에 따른

의학적 조치를 한다.

질환자의 업무복귀2)

사업주는 질환자나 보건의료전문가를 통하여 주기적으로 질환자의(1)

치료와 회복 상태를 파악하여 근로자가 빠른 시일 내에 업무에

복귀하도록 한다.

사업주는 업무복귀 전에 근로자와 면담을 실시하여 업무적응을(2)

지원한다.

사업주는 질환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복귀 후(3)

일정기간동안 업무를 제한할 수 있다.

사업주는 치료 후 업무복귀 근로자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보건상담을(4)

실시하여 그 예후를 관찰하고 질환의 재발방지조치를 한다.

건강증진활동프로그램3)

사업주는 직장체조 스트레칭 등 건강증진활동을 제공하여(1) ,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근로자의 적응능력을 강화시킨다.

사업주는 근로자 면담 스트레칭 및 근력강화 등의 프로그램을(2) ,

운영함으로써 근로자의 적응능력 증대 및 복귀를 지원한다

근로자는 사업주가 추진하는 건강증진활동에 적극 참여한다(3) .



예방관리프로그램의 평가11. ․
사업주는 예방관리프로그램 평가를 매년 해당 부서 또는 사업장 전체를(1) ․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가 특정 기간 동안에 보고된 사례수를 기준으로 한 근골격계질환 증상자의( )

발생빈도

다( ) 근로자가 근골격계질환으로 일하지 못한 날을 기준으로 한 근로손실일수의

비교

라 작업개선 전후의 유해요인 노출 특성의 변화( )

마 근로자의 만족도 변화( )

바 제품 불량률 변화 등( )

사업주는 예방관리프로그램 평가결과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다음(2) ․
연도 예방관리프로그램에 이를 보완하여 개선한다.․

문서의 기록과 보존12.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록 보존한다(1) .

가 증상 보고서( )

나 보건의료전문가의 소견서 또는 상담일지( )

다 근골격계질환자 관리카드( )

라 사업장 예방관리프로그램 내용( ) ․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상에 관한 문서는 년 동안 보존하며 시설설비와(2) 5 , ․
관련된 자료는 시설설비가 작업장 내에 존재하는 동안 보존한다.․



병의원종사자의주사침 등에의한손상예방 지침■ ․
(KOSHA Code - H - 47 - 2008)

목 적1.

이 지침은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이하 보건규칙 이라 한다 제 장( “ ” .) 10『 』

병원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 절 혈액매개감염 노출위험 작업 시( ) 3 (

조치기준 제 조 혈액노출 예방조치 에 근거하여 주사침 등 날카로운 기구에) 158 ( )

찔리거나 또는 베임으로 인하여 혈액매개 감염질환이 발생되는 것을 최소화하여

병 의원 종사 근로자를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2.

이 지침은 주사침 등 날카로운 기구에 찔리거나 베일 위험이 있는 작업을

수행하는 병 의원 종사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ㆍ

정의3.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

가 주사침 등에 의한 손상 이라 함은 주사침 또는 기타 날카로운 물체( ) “ ”

등에 찔리거나 베임으로써 혈액에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

나 보건담당자 라 함은 병 의원에서 직원의 건강과 위생을 관리하기( )“ ” ㆍ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 사업주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그 외의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2)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동법 시행규칙 및 보건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주사침 등에 의한 손상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관리4.

사업주의 이행사항(1)

가 사업주는 손상사고 예방 처치 및 추적관리 등의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할( ) ,

보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나 사업주는 근로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검정된 기구를( )

제공해야한다.

다( ) 사업주는 주사침 등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적절한

개인보호구 보안경 마스크 보호의 장갑 등 를 지급해야 한다( , , , ) .

라 사업주는 안전작업이 습관화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 .

마 사업주는 작업장에서 주사침 등 날카로운 기구에 의해 발생된 손상사고에( )

대하여 사고양상 위험요인 등을 분석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근로자의 이행사항(2)

가 근로자는 주사침 등에 의한 손상예방을 위하여 사업주가 제공하는 검증된( )

기구만을 선택하여 사용해야 하고 사업주에게 안전한 기구를 선택할 수

있도록 건의하여야 한다.

나 근로자는 병원체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채혈 또는 혈액노출의 위험이( )

있는 작업시 필요에 따라 사업주가 제공하는 개인보호구 보안경 마스크( , ,

보호의 장갑 등 착용하여야 한다, ) .

다 근로자는 주사기 사용 시 별표 의 안전작업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 < > .

라 근로자는 감염성이 높은 간염과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질환자( ) HIV( )

처치시에는 사고예방을 위하여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검체용기에는,

감염주의 란 표시를 하여 검체 취급 시 특별한 주의를 취할 수 있도록“ ”

한다.

마 근로자는사업주가제공하는안전작업방법을항상숙지하고필히이행하여야한다( ) .

바 근로자는 작업장에서 주사침 등 날카로운 기구에 의해 발생된 모든( )

사고는 사고 발생 기록표 별지서식 에 작성하고 사고 발생시에는 별지< 1> <

그림 의 업무 처리 흐름도에 따라 보건담당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

사 작업 중 사고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인자를 발견한 경우 즉시( )



보건담당자에게 보고하여 개선하여야 한다.



주사침 등에 의한 손상사고에 대한 대처방안5.

사업주의 이행사항(1)

가 사업주는 손상사고시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응급처치 계획을( )

수립한다.

나 사업주는 손상사고 발생시 처리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정기적인 교육을( )

실시하여 근로자가 숙지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사업주는 손상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사고내용을 자세히 기록하고( )

작업장 내에 부착하여 경각심을 고취시킨다.

라 사업주는 손상사고에 대비하여 응급처치 도구를 작업장 내에 비치해야( )

한다.

마 사업주는 작업장 내에 세정대 및 안면 세안대를 설치해야 한다( ) .

바 보건담당자는 사고 당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검사와 예방조치를 취해야( )

한다.

사 주사침 등 의료폐기물의 운반 보관 처리는 의료폐기물 관리법에 따른다( ) , , .

근로자의 이행사항(2)

가 손상사고발생시 처리절차 및 방법에 따라 신속히 처리한다( ) .

나 주사침에 찔린 부위를 즉시 흐르는 물과 비누로 충분히 세정 후 베타딘( ) ,

또는 소독용 에탄올로 소독한다.

다 주사침 등에 의한 손상사고 시 사고발생 기록표 별지 서식 를 작성하여( ) < >

부서장과 보건담당자에게 보고한다.

라 손상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별지 그림 의 업무처리 흐름도 절차에 따라( ) < >

처리한다.

교육6.

사업주는 주사침 등에 의한 손상 위험이 있는 근로자에게 년에 회(1) 1 1

이상 다음의 내용을 고려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시행해야 한다.

가 근로자의 직무 특성을 고려하여 직무에 적합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



나 사고예방과 관련한 사전교육과 사고발생 후 사후교육으로 구분하여( )

실시하여야 한다.

다 사고예방 교육은 작업장에서 발생된 사고의 유형과 위험인자에 대한( )

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라 모든 교육은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전제로 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

근로자에 대한 교육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여(2)

시행하여야 한다.

가 주사침 등의 손상에 대한 위험성( )

나 사고시 유발될 수 있는 감염질환( )

다 사고의 위험이 있는 작업의 종류( )

라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한 작업방법( )

마 보호구 착용방법( )

바 손상사고시 보고 및 대처방법( )

사 예방접종의 중요성( )

아 추적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검사의 중요성( )



별지 서식< >

사고발생 기록표

감염상태: HBV(+) HCV(+) HIV(+) VDRL(+)□ □ □ □



별지 그림< >

사고 발생시 업무 처리 흐름도



부록< >

채혈시 주사기 사용의 안전작업 수칙

채혈시 주사침에 찔리거나 긁히는 사고와 혈액을 저장용기에 주입할 때 분출(1)

등의 사고에 의하여 병원체에 감염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숙지하여야 한다.

채혈 후 주사기로부터 공기나 거품을 제거할 경우 주사기를 수직으로 세운(2)

다음 살균 소독제를 적신 솜이나 패드를 이용함으로써 혈액이 분출되거나, ,

튀어서 발생하는 감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사용한 주사침에 뚜껑을 씌우거나 두 손을 한꺼번에 사용하거나 신체의 한부(3)

분에 주사침 끝이 향하지 않도록 한다 불가피하게 뚜껑을 씌워야 하는 경우에.

는 그림 과 같이 한손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뚜껑을 씌운다< > .

주사기 사용시 안전작업방법

날카로운 기구는 채혈자의 손과 손으로 직접 주고받지 않도록 한다(4) .

주사기의 주사침은 손으로 제거하지 않는다(5) .

주사침을 구부리거나 부러뜨리지 않는다(6) .

주사침을 취급할 때는 가급적 어둡고 복잡한 불안정한 장소는 피한다(7) .

사용한 주사침은 표면이 단단한 주사침 전용 수거용기에 분리수거 한다(8) .

대상자에게 주사 등의 처치를 할 경우 충분히 설명하여 협조를 얻은 후 처치(9)

한다.



채취한 혈액을 옮길 때는 장갑을 착용해야 하며 주사침을 이용하지(10) ,

않는다.



■의료기관근로자의화학물질노출에대한보건관리지침

(KOSHA Code - H - 41 - 2006)

목적1.

이 지침은 의료기관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이하 법 이라 한다( " " )

제 조 건강진단 동법 시행규칙 제 조 정의 내지 제 조 건강진단의 실시시기43 ( ), 98 ( ) 99 (

등 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거나 법 제 조 보건관리자 등 제 항 및) 16 ( ) 2

동법 시행령 제 조 보건관리자의 직무 등 법 제 조 산업보건의 제 항 및 동법17 ( ), 17 ( ) 2

시행령 제 조 산업보건의의 직무 등 의 규정에 의하여 화학물질 노출에 의한22 ( )

건강장해를 평가하고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2.

이 지침은 건강진단기관의 의사 사업장의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가, ,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의료기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평가하고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 관리하는데 적용한다, .

용어의 정의3.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

가 의료기관 근로자 라 함은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 " " , , , ,

임상병리사 등 의료행위를 직접 하거나 보조업무를 하는 근로자와,

의료기관에서 시설 관리 청소 세탁 인쇄 음식료의 준비 및 배식, , , , ,

폐기물의 수집이나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2)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 ,

규칙 노동부 고시 근로자 건강진단 실무지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 ,

및 의학용어집 영한 한영 의학용어집 제 집2006) ( 4 .ㆍ



대한의사협회 보건복지부 편저 도서출판 아카데미 에서 정하는, , 2001)ㆍ

바에 따른다.

의료기관의 화학적 유해요인4.

의료기관에서 노출될 수 있는 주요 화학적 유해요인은 다음과 같다.

의료기관의 화학적 유해요인■

화학물질 용도

수은 온도계 혈압계,

산화에틸렌 의료기기의 가스 멸균

프레온 병리실의 동결조직

마취가스 수술실 회복실 분만실 치과수술실 응급실 등의 마취기구, , , ,

석면 방열 절연 방화복 방화 커튼 지붕, , , ,

이소프로필알코올 온도계 주사침 마취기구 등의 소독, ,

차아염소산나트륨 병실 목욕통 화장실 목욕탕 등을 소독, , ,

요오드화합물 수술 부위의 피부 살균 기타 일반 소독,

페놀 바닥 벽 가구 유리제품 등의 소독, , ,

암모니아 손 소독 바닥 소독,

글루타르알데히드 수술용 기구 카테터류 감자 내시경 등 기구 냉살균, , ,

포름알데히드
병리검사실 및 실험실에서 조직의 보관 중앙공급실과,

투석실의 소독제

메틸메타크릴산 수술실의 뼈 접착용 치과용 보철물,

항암제 암환자의 치료

천연고무 수술용 고무장갑 콘돔 관장용 도관 도뇨관, , ,



의료기관의 부서별 노출 화학물질5.

의료기관의 부서별 주요 화학적 유해요인은 다음과 같다.

의료기관의 화학적 유해요인■

부서 화학적 인자

병동 항암제 소독제 수은 천연고무, , ,

수술실 마취제 소독제 살균제 메틸메타크릴산 천연고무, , , ,

치과 수은 마취가스 산화에틸렌 메틸메타크릴산, , ,

병리 검사실

및 실험실
소독제 포름알데히드 슬라이드 장착액 중금속 프레온 각종 유기용제, , , , ,

중앙공급실 산화에틸렌 비누 세척제, ,

약제부 알코올 각종 유기용제 항암제 수은, , ,

주방및식당 암모니아 염소 세척제 살균제 강한 부식 용제, , , ,

미화청소부 비누 세척제 각종 유기용제 세척제 살균제 글루타르알데히드, , , , ,

세탁부 비누 세척제,

영선부
석면 수은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세척제 페인트 접착제 살충제, , , , , , , ,

소독제 용접 흄,

가 수술실.

수술실에서의 유해인자로는 마취제 압축가스 소독제 살균제(1) , , , ,

메틸메타크릴산 및 천연고무로 된 수술용 장갑 등이 있다.

수술실에서 흔히 취급하는 마취제에 대하여 미국(2)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소 (National Institute of Occupational Safety

는 다음과 같이 노출한계를 규정하였다and Health, NIOSH) .



마취제의 노출한계 (NIOSH)■

종류 노출한계

클로로포름 시간최고2ppm(9.8 / )1㎎ ㎥

트리클로로에틸렌 시간최고 발암성분으로규정2ppm(10.8 / )1 :NIOSH㎎ ㎥

할로탄 시간최고2ppm(16.2 / )1㎎ ㎥

메톡시풀루렌 시간최고2ppm(13.5 / )1㎎ ㎥

엔풀루렌 시간최고2ppm(15.1 / )1㎎ ㎥

풀루록센 시간최고2ppm(10.3 / )1㎎ ㎥

나이트로겐옥사이드 사용시간에따른가중평균25ppm(30.0 / )㎎ ㎥

나 병리검사실 및 실험실.

병리검사실 및 실험실의 유해인자로는 독성 화학물 소독제 고정액(1) ( ),

포름알데히드( ), 유기용제 슬라이드 장착액 금속 및 금속류 염료, , , ,

기형유발 물질 인화성 발암성 물질 냉동 위험물 등이 있다, , , .

병리검사실 및 실험실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화학물질의 목록은 다음과(2)

같다.

가 고정제 아크롤라인 포름알데히드 글루타르알데히드 페놀( ) : , , , ,

사산화오스뮴 피크릭산 중크롬산 망간, ,

나 유기용제 아세톤 벤젠 사염화탄소 클로로포름 다이옥산 에테르( ) : , , , , , ,

에톡시에탄올 글리세롤 메탄올 산화프로필렌 피리딘, , , , ,

테트라하이드로퓨란 톨루엔 트리클로르에틸렌 크실렌, , ,

다 포매제 아조디이소부틸니트릴( ) (Embedding): (azodiisobutyronitrile),

과산화벤조일 다이부틸(benzoyl peroxide),

프탈산(dibutyl phthalate), 디클로로벤조일

과산화물(dichlorobenzoyl peroxide),

디메틸에탄올아민(d ime t h y l am i n o e t h a n o l ) ,

도데세닐숙신 무수물(dodecenylsuccinic anhydride),



수지류(acrylic, epoxy, nitrocellulose, polyester resin),

트리스디아미노메틸페놀( ) (tridimethylaminomethyl

phenol)

라 금속 및 금속 성분 크롬산 아세트산 납 수은 사산화오스뮴( ) : , , , ,

과망간산칼륨 질산 은 우라닐 아세테이트 바나듐 바나듐 황산염, , , ,

마 염색제 아크리딘 염료 염산 오라민( ) : (acridine dyes), (Auramine OH),

직접흑색 염료 직접청색염료(Direct Black 38), (Direct Blue 6)

바 폭발성 물질 황산암모늄 벤젠 다이옥산 아지드 에테르( ) : , , , , ,

글리세롤 메탄올 나이트로셀룰로즈 과염산 피크릭산 질산은, , , , , ,

테트라하이드로퓨란

사 기타 아크릴아마이드 디아미노벤지딘 하이드록실아민( ) : , ,

다 중앙공급실.

주사기 수술이나 처치의 기구 린넨 위생재료 등을 일괄 소독하기 위하여, , ,

중앙공 급실에서는 산화에틸렌 등의 소독제에 노출된다.

라 약제부.

약제부에서는 조제 제재 의약품의 보급 시험연구 등의 업무를 통해(1) , , ,

알코올 유기용제 활석 산화아연 비누 세척제 의약품 수은 항암제, , , , , , , ,

등에 노출될 수 있다.

국제암연구소(2) (International Agency of Research on Cancer,

에서 선정한 사람에서 확인된 발암성 항암제는 다음과 같다IARC) .

국제암연구소 선정 발암성 항암제■



항암제 암

아자티오프린(Azathioprine) 임파암 상피암 등,

클로람부실(Chlorambucil) 골수성백혈병

씨클로포스파마이드(Cyclophosphamide) 골수성백혈병

트레오설판(Treosulphan) 골수성백혈병

에토포시드 시스플라틴(Etoposide): (cisplatin),

블레오마이신 과함께복합투여시(bleomycin)
골수성백혈병

의료기관 근로자의 주요 화학물질에 의한 건강장해6.

의료기관 근로자의 주요 화학물질에 의한 건강장해는 다음과 같다.

가 포름알데히드.

포름알데히드는 의료기구의 냉살균과 방부제로 많이 이용되고 외과용(1) ,

스테인레스 기기의 저온 살균을 위해 사용되며 병리검사실 및 실험실에서,

조직의 보관을 위해 사용되고 중앙공급실과 투석실에서 소독제로,

사용된다.

가 냄새는 에서 인지될 수 있으며 포르말린 용액은 눈에 튈 경우에( ) 0.8 ppm ,

각막 손상 등의 급성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나 의 저농도에서는 눈이 따갑고 눈물을 흘리게 되고 상기도( ) 0.1 5 ppm～

자극현상이 있으며 의 높은 농도에서는 기침 가슴이, 10 20 ppm ,～

답답함 심박동의 증가 두통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에, , , 50 100 ppm～

노출되는 경우에는 폐부종 폐렴이 발생하며 사망 할 수 있다, .

포름알데히드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경우에는 일부 사람에서 감작이(2)

유발되어 기관지천식이 발생할 수 있다.

포름알데히드는 국제암연구소에서 확정된 인체발암물질로 분류하였고(3) ,

지속적으로 노출된 근로자에서 백혈병 및 비강암 발생 위험이 증가될 수



있다.

나 산화에틸렌.

산화에틸렌 가스는 고무제품 카테타 미세구조의 수술기구 주사침(1) , , ,

및 주사기 전기기구 플라스틱 제품 내시경 광학기계 침대 및 모포, , , , , ,

메트리스 유아신생아용 침대 마취기구 인공폐회로 인두경 직장경, , , , , ,․
위경 등의 내시경 류의 소독에 사용된다.



산화에틸렌 가스에 노출되면 초기에는 눈 코 및 목이 자극되고 특유의(2) ,

맛이 나며 후기증상으로는 두통 구역 구토 졸음 무력증 협동운동실조, , , , , , ,

심전도의 이상 소견 등이 나타난다.

피부에 닿으면 특유의 화상을 입을 수 있다(3) .

가 산화에틸렌에 의한 피부 증상은 일반적으로 접촉 후 시간이 지나서( ) 1-5

부종 홍반이 생기고 수포가 생기면서 서로 융합하여 대수포를 형성하고,

피부가 벗겨진다.

나 산화에틸렌 용액을 피부에 바르면 동상이 생기고 피부감작을 일으키기도( )

한다.

희석되지 않은 액체나 용액이 눈에 닿으면 심한 자극증상이 나타나거나(4)

손상을 입힌다.

지각신경과 운동신경에 다발성 장해를 일으킬 수 있다(5) .

백혈병의 발생률이 높아질 수 있다(6) .

다 기타 소독제.

이소프로필알코올(1)

가 소독용 이소프로필알코올은 온도계 주사침 마취기구 다양한 의료기구를( ) , , ,

소독할 때 등 여러 가지 농도로 사용되고 있으며30%, 50%, 70% ,

의료기관에서는 주로 피부흡수와 흡입을 통해 노출된다.

나 이소프로필알코올의 주요 건강장해는 눈과 점막의 자극이며 경구( ) ,

섭취하거나 고농도의 증기를 흡입할 경우 중추신경계를 억제할 수 있고,

반복적으로 접촉 하게 되면 손 팔의 피부가 불쾌한 건조감을 나타내는,

지연성 습진성 피부염이 생길 수 있다.



글루타르알데히드(2)

가 글루타르알데히드는 기구의 냉살균 마우스피스의 체액을 제거하거나( ) , ,

흡입관 흡입통 귀 코 목의 치료에 사용되는 도구 등의 소독에 이용된다, , , , .

글루타르알데히드는 용액이 모두 소독제로50%, 25%, 10%, 2%

쓰이지만 대부분의 병원은 에서 로 중화한 용액을, pH 7.5 8.5 2%

사용하는데 의료기관에서는 주로 피 부흡수와 흡입을 통해 노출된다.

나 눈과 피부 호흡기 자극증세가 있으며 강력한 감작제로 피부 접촉시( ) , ,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을 일으키며 알레르기성 비염 기관지천식을, ,

유발하기도 한다.

라 마취가스.

급성으로 다량의 가스에 노출되는 근로자는 흥분 우울 두통 구역(1) , , , ,

피로 판단력 저하 등이 발생될 수 있다, .

만성적으로 마취가스에 노출되는 여성에서 자연 유산이 증가되거나 태아(2)

독성 간독성 신장질환 종양 등의 발생이 높게 나타났다는 보고가 있다, , , .

마 천연고무.

천연고무에 의해 유발되는 부작용은 자극성 피부염 접촉성 피부염(1) , ,

천연고무 알레르기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천연고무 알레르기는 라텍스의,

단백질 성분에 의하여 발생하는 매개성 면역반응이다IgE- .

고무에 대한 피부질환은 접촉성 담마진 접촉성 알레르기성 피부염과(2) ,

비염 천식 및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전신적인 증상까지 발생 가능하다, .

천연고무로 만들어진 제품은 고무장갑이 대표적이며 그 외에도 환자의(3) ,

검사나 치료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콘돔 바륨 관장에 쓰이는 도관, , ,

도뇨관 풍선 치과용 기계 등의 천연고무 부위에 피부나 구강 질 직장, , , ,

등의 점막이 노출된 후에 알레르기성 반응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바 항암제.

(1) 의료기관에서 취급하는 항암제는 세포독성이 있거나 태아에게

독성이 있는 것들 엽산 길항제< ,

메캅도퓨린 및 일부 알킬화6- (6-mercaptopurine) 약물과 유발이>

가능한 약제들 액티노마이신 디< - (actinomycin-D), 미토마이신 씨- (mitomycin-C),

질소무스타드 프리드니존(nitrogen mustard), (prednisone),

프로카바진 스트렙토마이신(procarbazine), (streptomycin),

빈크리스틴 등 이 있다(vincristine) > .

국제암연구소 선정 발암성 항암제는 사람에서 암질환 발생위험을(2)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스틴 하이드로 크로라이드 독소루비신(3) (mustine hydrochloride),

같은 약제는 직접 접촉되면 조직에 괴사를 초래하는 매우(Doxorubicin)

강한 수포제인데 주사바늘에 의해 이러한 항암제에 노출되었을 때는,

급성으로 손의 기능 마비를 초래하였다는 보고가 있다.

항암제에 만성적으로 노출되는 근로자들에서는 두통 어지러움 구역질 피부(4) , , ,

및 점막 자극 탈모 기침 알레르기성 반응 등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일부, , , ,

항암제는 피부와 점막을 자극하고 피부 접촉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의료기관의 화학물질 관리7.

의료기관에서 주로 노출되는 화학물질의 관리는 다음과 같다.

가 포름알데히드.

포름알데히드가 사용된 검체와 포르말린을 이용하는 시설에는(1)

국소배기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적은 양의 포름알데히드는 취급하기 편한 소형의 통에 들어있는 제품을(2)

구매하는 것이 좋다.

응급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흡착포를 준비해 두어야 한다(3) .

부주의하게 쏟았을 경우 쏟아진 포름알데히드가 사람에게 노출되지(4) ,

않도록 격리시켜야 한다.

포름알데히드의 영향에 대해 주기적으로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5)

한다.

포름알데히드에 피부와 눈이 노출되는 것을 피해야 하며(6) ,

포름알데히드가 쏟아졌거나 튀었을 경우에 보안경 안면보호구 앞치마, , ,

호흡보호구 장화 등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천연고무 재질의 장갑은, .

찢어지기 쉬우므로 적절한 화학물질용 보호 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나 산화에틸렌.

산화에틸렌 가스 멸균 장비가 새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를 기울어야(1)

한다.

피멸균품을 실온에 방치하면 피멸균품에 잔류하고 있는 산화에틸렌(2) ,

가스가 공기 중으로 확산될 수 있으므로 멸균 완료 후 환기를 충분히,

하고 될 수 있는 한 흡착된 산화에틸렌을 이탈시킨 후 개폐하도록 한다, .

산화에틸렌 가스 멸균 장비의 실린더를 교체할 경우 근로자들은 보호(3) ,

장갑 보안경 안면보호대 등을 착용하여야 하며 실린더에 환기후드가, , ,

없다면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산화에틸렌 가스가 포함된 액체가 쏟아졌을 때는 근로자는 보호의를(4)

착용하고 청소하여야 하며 청소 후에는 즉시 옷을 세탁하여야 한다 만약, .

가죽신발에 산화 에틸렌이 묻어있다면 신발을 버려야 한다.

산화에틸렌 가스 소독기 특히 뒷벽을 청소할 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5) ,



노출을 예방하여야 한다.

가 소독을 끝낸 후 충분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청소 일정을 잡는다( ) .

나 청소하기 전에 소독기를 적어도 분가량 열어 환기시킨다( ) 30 .

다 호흡보호구를 착용한다( ) .

다 이소프로필알코올.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소프로필알코올에 접촉하지 않기 위하여 장갑(1) , ,

안면보호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눈을 보호하기 위해 보안경을 착용하여야.

한다.

이소프로필알코올에 젖은 의복은 즉시 벗어야 하고 이소프로필알콜이(2) ,

모두 제거된 후에 다시 입어야 한다 이소프로필알코올에 젖은 의복류는.

세탁 전까지 밀폐된 함에 잘 보관하여야 한다 이런 의류를 세탁하는.

근로자는 이소프로필알코올의 유해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액체 이소프로필알코올에 묻은 피부는 즉시 씻어야 하고(3) ,

이소프로필알코올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환기가 필요하다.

라 글루타르알데히드.

글루타르알데히드를 마시면 안 되며 튀는 것을 방지하는 보안경을(1) ,

사용하여 눈을 보호하여야 하고 피부 접촉을 막기 위해 보호의를,

착용하여야 한다.

피부에 글루타르알데히드가 접촉이 되는 경우 즉시 씻어내고 샤워를(2)

해야 한다.

옷이 글루타르알데히드로 오염이 된다면 즉시 벗어야 하고 완전히(3) ,

제거되기 전에는 착용해서는 안 된다 오염된 옷들을 세탁하는 근로자들은.

글루타르알데히드의 유해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마 마취가스.



수술실에서 폐 마취가스의 중요한 발원은 기구로부터 새어나오는 것(1) ,

특히 안면 호흡보호구로 마취가스를 공급할 때 생긴다.

마취가스는 안전과 보건에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가스 누출 여부를 늘(2)

검사하여야 하며 사용된 마취가스의 양은 기록하여야 하고 가스 누출,

여부를 파악하기위해 주기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바 항암제.

항암제를 다루는 간호사와 약제실 근로자는 호흡기와 피부를 통해 주로(1)

노출되며 흡입에 의한 노출은 약을 준비하거나 투여할 때 발생한다, .

가 바늘을 유리병에서 넣고 뺄 때와 주사 직전에 공기를 제거할 때 항암제의( ) ,

에어로졸이 발생할 수 있다.

나 피부 흡수는 항암제를 준비하거나 투여할 때 옆으로 흘리는 경우 항암제( ) ,

치료를 받는 환자의 소변과 접촉함으로서 발생한다.

항암제 노출에 대한 예방을 위해서 항암제 취급 근로자에 대해 약의(2)

준비 투여 폐기 쏟았을 때 의학적 감시 저장 및 이동 교육 정보의, , , , , , ,

보급 등에 대한 교육 이 필요하다.

사 그 외 화학물질.

앞에 언급된 화학물질 외에도 다양한 유기용제 중금속 분진 등에 노출되는, ,

경우 다음과 같은 지침을 참고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근로자 건강진단 실무지침(1)

유기화합물 취급 관리지침(2) (H-12-2005)



■ 교대작업자의 보건관리지침

(KOSHA Code - H - 49 - 2008)

목적1.

이 지침은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이하 보건규칙 이라 한다 제 조( " " ) 259「 」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제 조 휴게시설 및( ), 276 ( )

제 조 수면장소 등의 설치 의 규정과 관련하여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자의278 ( )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작업 관리 및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2.

이 지침은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이 있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정의3.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

가 교대작업 이라 함은 작업자들을 개 반 이상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 " " 2

시간대에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의 전체 작업시간을 늘리는 근로자

작업일정이나 작업조직방법을 말한다.

나 교대작업자 라 함은 작업일정이 교대작업인 근로자를 말한다( ) " " .

다 야간작업 이라 함은 오후 시부터 익일 오전 시까지 사이의 시간이( ) " " 10 6

포함된 교대작업을 말한다.

라 야간작업자 라 함은 야간 작업시간마다 적어도 시간 이상 정상적( ) " " 3

업무를 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그 밖의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2)

산업안전보건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보건규칙 및 관련고시에서, , ,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작업관리4.

가 교대작업자의 작업설계를 적용할 때의 전제조건.

모든 교대작업형태에 적용할 수 있는 최적이고 일반적인 권고는 없다(1) .

이 지침에서 제안된 교대작업설계 시 고려사항들 중 하나의 교대작업에(2) ,

대한 작업설계에 동시에 적용할 수 없는 사항들도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나 교대작업자의 작업설계를 할 때 고려해야 할 권장사항.

야간작업은 연속하여 일을 넘기지 않도록 한다(1) 3 .

야간반 근무를 모두 마친 후 아침반 근무에 들어가기 전 최소한 시간(2) 24

이상 휴식을 하도록 한다.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을 배려할 때 주중에 쉬는 것보다는 주말에 쉬도록(3)

하는것이 좋으며 하루씩 띄어 쉬는 것보다는 주말에 이틀 연이어 쉬도록,

한다.

교대작업자 특히 야간작업자는 주간작업자보다 연간 쉬는 날이 더 많이(4) ,

있어야한다.

근무반 교대방향은 아침반 저녁반 야간반으로 바뀌도록 정방향으로(5) → →

순환하도록 한다.

아침반 작업은 너무 일찍 시작하지 않도록 한다(6) .

야간반 작업은 잠을 조금이라도 더 오래 잘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일찍(7)

작업을 끝내도록 한다.

교대작업일정을 계획할 때 가급적 근로자 개인이 원하는 바를 고려하도록 한다(8) .



교대작업일정은 근로자들에게 미리 통보되어 예측할 수 있도록 한다(9) .

건강관리5.

가 교대작업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사업주가 고려해야 할 사항.

야간작업의 경우 작업장의 조도를 밝게 하고 작업장의 온도를 최고(1) , 27

가 넘지 않는 범위에서 주간작업 때보다 약 정도 높여 주어야1℃ ℃

한다.

야간작업동안 사이잠 을 자게 하면 졸리움을 방지하는데(2) (Napping)

효과적이므로 특히 사고 위험이 높은 작업에서는 짧은 사이잠을 자게

하는 것이 좋다 사이잠을 위해 수면실을 설치하되 소음 또는 진동이. ,

심한 장소를 피하고 남녀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야간작업 동안 대부분의 회사 식당이 문을 닫기 때문에 규칙적이고(3)

적절한 음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야간작업자에게 적절한.

음식이란 칼로리가 낮으면서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이다, .

교대작업자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문서로(3)

기록보관한다.․

교대작업에 배치할 근로자에 대하여 교대작업에 대한 교육과(4)

훈련을 실시하여 근로자가 교대작업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해준다.

교대작업자의 작업환경작업내용작업시간 등 직무스트레스요인과(5) ․ ․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평가 참조 를(KOSHA Code H-46-2008 )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건강증진프로그램 노동부고시 제 호 참조 을( 1999-20 )

제공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실시한다.

나 교대작업자로 배치할 때 업무적합성평가가 필요한 근로자.



다음과 같은 건강상태의 근로자를 교대작업에 배치하고자 할 때는 의사인 보건관리자

또는 산업의학전문의에게 의뢰하여 업무적합성평가를 받은 후 배치하도록 권장한다.

간질 증상이 잘 조절되지 않는 근로자(1)

불안정 협심증 심근경색증 병력이 있는(2) (Unstable angina)

관상동맥질환자

스테로이드치료에 의존하는 천식 환자(3)

혈당이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 환자(4)

혈압이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환자(5)

교대작업으로 인하여 약물 치료가 어려운 환자(6)

예를 들면 기관지확장제 치료 근로자( , )

반복성 위궤양 환자(7)

증상이 심한 과민성대장증후군(8) (Irritable bowel syndrome)

만성 우울증 환자(9)

교대제 부적응 경력이 있는 근로자(10)

다 교대작업자의 개인 생활습관관리.

야간작업 후 낮 수면을 효과적으로 취하는 방법(1)

가 야간작업자는 작업 후 가능한 한 빨리 잠자리에 든다( ) .

나 가족들은 야간작업자가 취침 중에 주위에서 소음이 나지 않도록( )

배려한다.

다 교대작업자는 가족에게 자신의 교대작업일정을 알려준다( ) .

라 개인 차이는 있지만 최소 시간 이상 연속으로 수면을 취한다( ) 6 .





운동 요법과 이완 요법(2)

가 교대작업자는 잠들기 시간 이내에 운동을 하지 않도록 한다 지나치게( ) 3 .

운동 하면 잠을 빨리 깨게 되어 회복에 방해를 받기 때문이다.

나 이완요법과 명상을 규칙적으로 하면 수면에 도움이 되고 교대작업에( )

적응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영양(3)

가 야간작업 후 잠들기 전에는 과량의 식사 커피 및 음주는 피하는 것이( ) ,

좋다 위에서 음식이 소화될 때까지의 부담이 수면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 교대작업 중에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자주 물을 마시도록 한다( ) .



부 록◈ Ⅱ ◈

사업장에서 활용 가능한

신종 인플루엔자 감염 예방 및 대응책

신종 인플루엔자 감염으로부터 근로자 보호하기( )

2009. 8.



신종인플루엔자란 ?■

신종인플루엔자 A(H1N1)는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켜 생긴 기존에 없던

새로운 바이러스로 현재 전세계적으로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키고 있는 호흡기

질환의 원인 바이러스입니다.

지난 월 멕시코를 중심으로 감염자가 발생하기 시작였으며 미국 캐나다를4 , ,

비롯하여 월 일 현재 전 세계 개 국가에서 명 사망자 명7 7 135 94,512 ( 429

포함 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식발표 우리나라에서는 멕시코 자원봉사를. (WHO )

다녀온 수녀가 월 일 첫 확진환자로 판명되었습니다5 2 .

신종인플루엔자 의 전파는 기존의 계절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A(H1N1) ,

전파방법과 유사합니다 감염자와 가까운 접촉자 사이의 전파가 일반적입니다. .

신종인플루엔자의 잠복기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일 사이로 추정되고1~7

있습니다.

임상증상■

발열 오한 두통 상기도증상 기침인후통 콧물 호흡곤란 이 나타나며, , , ( , , , )

사람에 따라서는 근육통 관절통 피로감 구토 혹은 설사 등의 증상이 함께, , ,

나타나기도 합니다.

전염기■

신종인플루엔자 증상 발현 후 일까지 전염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되고7

있으며 어린이의 경우에는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

급성 호흡기 증상 환자 진료 요령■

의료기관 방문 전 보건소로 전화해 전문가의 상담을 받습니다1. .

의심증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2.

하며 대기시간을 기다리지 말고 의료진에게 곧바로 알립니다, .

외출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에는3. ,

휴지로 코와 입을 가려 타인에게 전염될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에 의한 신종 인플루엔자 단계< (WHO) 6 >

단계 대유행 가능성 설명

제 단계1 확실하지 않음(uncertain) 사람에게로 감염될 위험이 낮음

제 단계2 확실하지 않음(uncertain) 사람에게로 감염될 위험이 높음

제 단계3 확실하지 않음(uncertain)

동물에서 사람으로 감염되지만,

사람에서 사람으로 감염이

진행되어 확산된다는 증거는

없음

제 단계4 중간 높음-
사람에서 사람으로 감염되어

감염자가 증가함

제 단계5 높음 확실함-
국가 중 개 국가WHO 2

이상에서 집단 감염을 일으킴

제 단계6 대유행

단계 상황에 더해 동일한5

바이러스가 다른 지역 내WHO

하나 국가이상에서 집단 발병을

일으킴

회복기

(post-peak

period)

각국에서의 감시 결과 대유행의 정점은 지났음(surveillance)

새로운 유행

가능 시기

(possible new

wave)

각국에서의 감시결과 신종 인플루엔자의 유행이 다시 시작됨

대 유행 후 시기

(post-pandemic

period)

각국에서의 감시결과 인플루엔자의 유행은 계절성 인플루엔자의

유행 수준까지 되돌아옴



우리나라 국가재난 단계 구분< >

중소기업에서의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

중소기업은 신종 인플루엔자로부터 직원과 사업장을 보호하고 지속적인 기업
경영을 위해 다양한 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실천하도록 해야 합니다.
신종 인플루엔자의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직장내에서 할 수 있는
예방법으로 사람과 사람의 직접적인 접촉을 줄이고 임직원이 손을 씻고 기침할,
때의 에티켓을 지키는 등 개인이 할 수 있는 감염예방책을 장려 및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염예방의 성공은 경영진의 리더십과 직원과의 협력에 달려 있습니다.
사업장은 사내 대응책을 배포하여 직원의 전면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하고 신종 인플루엔자의 대유행 상황과 사내 대응책의 진행에 대해 항상
직원에게 알려주도록 합니다.

사업장에서는 본 자료를 활용하여 신종 인플루엔자 등에 의한 감염증이
대유행하는 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분 판단기준 주요 조치

관심(Blue) 해외 신종 전염병 발생

중앙방역대책본부 운영 질병관리본부- ( )

해외 동향 신속파악 및 대응-

환자 조기발견 감시체계 가동-

대국민 홍보-

환자 진단 및 발생 대비 체계 수립-

주의(Yellow)

해외 신종전염병의 국내○

유입

세계보건기구의 전염병※

주의보 발령

국내에서 신종전염병 발생○

중앙방역대책본부 운영 질병관리본부- ( )

상황모니터링 및 위기경보 발령-

전염병 감시체계 강화 일일보고- ( )

신속 진단 실험실진단체계 구축-

국가방역 인프라 준비태세 점검-

경계(Orange)

해외 신종전염병의 국내○

유입후 타 지역으로 전파

○ 국내 신종전염병의 타 지역

으로 전파

중앙신종인플루엔자대책본부 운영-

복지부( )

국가 방역 검역체계 강화 시간- · : 24

비상방역체제 운영 등

필요물자 비축 확대 국가 방역 검역- , ,

인력 보강

대국민 홍보 강화-

심각(Red)

○ 해외 신종전염병의 전국적

확산

○ 국내 신종전염병의 전국적

확산

범정부적 대응체계 구축 운영 강화- ·

국가 가용자원 동원방안 마련 의료인- :

지도명령권 발동 군 의료인력 지원 등,

국내외 입출국자 관리 강화-



근로자와 사업장을 보호하기 위해 신종 인플루엔자의 최신 정보를 수집합니다.

신종 인플루엔자의 대유행에 관한 최신정보를 회사 근처의 보건소1. ,
행정기관 등을 통해 모읍니다.

최신정보를 전하는 나 라디오 뉴스에 주의를 기울입니다2. TV .

건강관련 유용한 홈페이지에 자주 접속하여 유행하고 있는 감염증 신종3. ,
인플루엔자에 관한 최신정보를 얻도록 합니다.

수집된 최신 정보는 정기적으로 근로자와 공유하고 근로자들이 알고 있는4. ,
새로운 정보도 다른 임직원들이 알 수 있도록 정보 공유의 장을
마련합니다.

다국적기업이나 대기업과 함께 일을 하거나 파트너 관계에 있을 경우에는5. ,
해당 기업이 독자적인 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대책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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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인플루엔자에 대한 사업장 대책을 준비한다.

사업주는 사업장 내 신종 인플루엔자 감염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한다는1.

것을 근로자에게 공표하고 대응책 작성에 직원의 아이디어를 수렴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효과적인 대응책 수립을 위해 위원회를 두어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해야2. , ,

할 지 결정합니다.

대응책에는 인플루엔자가 유행하는 상황 하에서 사업운영을 계속하기 위한3.

핵심이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원재료 구입 긴급한 상황 발생을. ,

대비한 현금 비축 은행으로부터의 현금 흐름 교통수단 고객으로의, , ,

제품수송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대응책에는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이 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4. .

그 방법에는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는 것과 의료기관과의 연계방법,

개인이 할 수 있는 감염예방책 사람에서 사람으로 감염되는 것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일의 진행방식 변경등 이 포함 됩니다.

대응책에는 인플루엔자가 대유행하는 상황 하에서 사업운영을 계속하고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중요 포인트를 파악하고 직원에 대한 배려 레이아웃 변경, , ,

현금 확보 원재료 구입 의료 서비스로의 접근 등이 포함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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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내에서 사람 사람 간의 접촉 기회를 줄입니다- .

인플루엔자 증상 열 기침 재채기 두통 및 기타 이 있는 직원에게는 일을1. ( , , , )
쉴 수 있도록 합니다.
각 작업 공간 사이에 적당한 거리를 확보합니다 이상이 바람직합니다2. . 2m
사람끼리의 접촉을 줄이기 위해 가능한 한 계단과 통로의 일방통행을 권장합니다3. .
접수나 그 외 사람이 많이 모여 서로 대면하여 이야기하는 장소에 투명한4.
칸막이를 사용합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직원식당이나 식료품 저장실을 폐쇄하는 것을 검토합니다5. .
그 대신 모든 직원에게 포장된 도시락이나 음료수를 배급합니다 식품과.
물은 큰 방에 두고 직원은 식품과 물을 가지러 한 명씩 그 방에 들어갑니다.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직원은 집에서 일을 하게 합니다 회사와의 연락은6. .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대면식 회의 대신에 전화나 인터넷 회의를 준비합니다7. .
문의 손잡이나 수도꼭지 스위치 복사기 등 많은 사람들이 항상 접촉하는8. , ,
장소를 자주 청소합니다 우편대나 휴게실의 테이블 회의실 화장실은. , ,
위험도가 높은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방통행 칸막이 설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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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전직원이 가능한 한 자주 손을 씻는 것을 사내 습관으로 합니다 비누를1. .
사용하여 양 손바닥과 손가락 손목 손등을 씻습니다 세면대에 포스터, , .
등을 게시하여 올바른 손씻기가 실천될 수 있도록 합니다.
직원이 감염예방책을 실시하기 쉽도록 세면설비 휴지통 교재 등 기본- , ,
물품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직원이 직장 또는 외부에서 마스크를 사용하도록 권장합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적절하게 착용할 수 있도록 교육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는 방법을 직원에게 지도합니다- .

3. 얼굴에 딱 맞는 마스크를 고릅니다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공간이 있으면.
공기가 새어나가 마스크 착용의 효과가 떨어집니다.
사용한 마스크는 지정된 휴지통에 버리고 사업장에 남기지 않도록-

합니다.
4.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입이나 코를 손수건으로 덮습니다 그리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한 후에는 손을 씻습니다.
손수건이 없으면 손이 아닌 소맷부리로 막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합니다5. .
이렇게 하면 바이러스가 주위에 퍼지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체크 포인트 4

직원 전원이 손을 잘 씻는 감염

예방 습관을 사내에 정착시킵니다.

비누를 사용하여 양 손바닥과 손가락,

손목 손등을청결한상태로합니다, .



, 마스크는 얼굴에 딱 맞게 하여 얼굴과 마스크 사이의 공기가 새지 않도록 합니다< >

감염된 직원과 그 가족을 지원합니다.

신종인플루엔자에 감연된 직원이나 그 가족과 전화나1.
인터넷 가능하면 으로 정기적으로 연락을 취합니다 그리고 해당직원에게는( ) .
정식 병가를 주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치료와 금전적 지원 상황에 대한 최신정보를 수집하여 해당 직원 및 그
가족과 공유합니다.
3. 직원과 그 가족을 정신적으로 지원합니다 상담이 길어져도 그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 줍니다 이야기를 들어 주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마음이 든든해질 것입니다. .

4. 외국에서 온 직원이 있을 수 있다면 그들에게도 충분한 정보제공과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필요한 것이 없는지 주의 깊게 듣고 해결책을 의논합니다. .

집에 격리되어 있는 직원과 그 가족에게는 충분한 현금 식품 음료수 비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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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필요물품을 비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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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본부 지도원( ) 주소 전화번호

서울지역본부 보건기술팀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유한양행빌딩 층49-6 14~15 (02)828-1673

서울북부지도원
보건기술팀 서울특별시 중구 봉래동 가 우리빌딩 층1 10 7~8 (02)3783-8344

경기북부지도원
보건기술팀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층801-1 1 (031)828-1933

강원지도원 안전보건팀 강원도 춘천시 온의동 한국교직원공제회관 층513 2 (033)815-1022

강릉산업안전보건센터 강원도 강릉시 홍제동 강릉시청 층1001 15 (033)655-1864

부산지역본부 보건기술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 동1 1486-49 (051)520-0586

경남동부산업안전보건센터
중소기업지원팀 경남 양산시 동면 석산리 양산노동합동청사 층1440-1 4 (055)371-7562

울산지도원 안전보건팀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국민은행빌딩615-8 (052)226-0542

경남지도원 보건기술팀 경남 창원시 용호동 7-3 (055)269-0572

대구지역본부 보건기술팀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 가 호수빌딩 층2 50-3 19, 20 (053)609-0546

경북동부지도원
안전보건팀 경북 포항시 남구 대도동 124-4 (054)271-2043

경북북부지도원
건설보건팀 경북 구미시 임수동 경상북도중소기업지원센터 층92-30 4,5 (054)478-8022

경인지역본부 보건기술팀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491 (032)570-7222

부천산업안전보건센터
중소기업지원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내동 삼진빌딩 층54-8 2 (032)680-6541

경기남부지도원
보건기술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906-5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층12, 13 (031)259-7136

성남산업안전보건센터
중소기업지원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소곡회관 층106-2 4 (031)785-3322

경기서부지도원
기술지원 팀2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층729-2 2 (031)481-7536

반월시화지역산업보건센터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번지 시화공단 나1289-6 3 505-3
코포모테크노센터 호 호720 , 721 (031)364-7685

광주지역본부
기술지원 팀3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광주무역회관빌딩1589-1
층8, 9, 11 (062)949-8735

전북지도원 건설보건팀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가 노동부 종합청사 층1 807-8 4 (063)240-8523

전남동부지도원
건설보건팀 전남 여수시 선원동 1285 (061)689-4933

제주지도원 기술지원팀 제주시 이도 동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층2 390 3, 4 (064)797-7504

대전지역본부 보건기술팀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449-7 (042)620-5631

충북지도원 안전보건팀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한국통신빌딩 층1171 3 (043)230-7143

충남지도원 안전보건팀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미래씨티빌딩 층725 5 (041)570-3421

본부 인천광역시 부평구 구산동 층34-4 5 (032)510-0729



본 자료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허락 없이 부분 또는
전부를 복사 복제 전제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

영리목적의 사용을 금합니다.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업무상질병 예방 가이드

발 행 일

발 행 인

발 행 처

주 소

인 쇄

년 월 초판발행: 2009

노 민 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보건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구산동: 34-4

:

문 의
TEL : 032-5100-725 729～

FAX : 032-503-6997

비매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