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2012년 9월 (주)휴브글로벌 불화수소가스 누출사고를 계기로 
화학사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는 약 2만5천여 종의 화학물질이 유통되고 매년 300여종의 신
규물질이 도입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유통량도 증가하고 있는
데, 특히 화학물질 취급 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화학사
고의 발생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미 불화가스누
출사고를 계기로 화학물질관리법이 만들어지고 유해가스노출 
환경보건센터와 화학물질안전원이 설립되는 등 화학사고에 대
한 대응에 많은 변화가 일어난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나, 아직
도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이나 취급 근로자들의 화학물질 
유해·위험성에 대한 이해와 정보가 부족합니다. 특히 화학사고 
발생시 노출환자에 대한 실질적인 응급처치를 위한 정보제공에
는 여전히 많은 문제점으로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건강문제는 주로 단시간·고농도에 노
출되었을 때 나타나는 급성증상입니다. 이러한 급성증상은 사고
원인물질의 특성에 따라 응급처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의료
기관에서는 노출물질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응급처치 및 치료
방법을 찾는데 시간을 지체하여, 사고초기의 아주 중요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는 화학물질 중에서 자주 사
고가 발생했던 물질들부터 우선적으로 유해가스노출 응급처치 
지침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지침서가 나오기까지 환경부와 
수고한 모든 집필진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화학물질 노출에 따
른 응급환자 발생시 1차적으로 대응하게 되는 응급의료진들에
게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환경보건센터장 우극현   (순천향의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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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염

       병원 치료 단계에서 화학물질 노출의 공통적인 제염 방법

1. 환자-의료진 간의 교차 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환자가 거동이 가능하면 최대한 환자 스스로 
본인의 제염을 돕도록 한다. 

2. 환자의 옷과 장신구 및 개인 소지품을 제거하고 비닐봉지에 보관한다.

3. 비누(가능하면 천연 비누)와 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환자를 세척하되 피부 손상을 예방하
기 위해 과도한 스크럽(Scrub)은 피한다. 

4. 개방성 상처가 있는 경우는 생리 식염수나 물로 5~10분가량 추가로 상처 부위를 세척하며 
제염을 시행한다.

5. 환자의 노출되지 않은 피부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필요하면 국소 노출 부위
에 외과용 드레이프(Surgical drapes)를 사용한다. 

6. 화학물질에 노출된 부위를 비누와 물로 부드럽게 닦아내며 10~15분가량 씻어낸다.

7. 화학물질에 눈이 노출된 경우는 10~15분가량 생리 식염수로 세척을 시행한다. 단, 알칼리
성 물질에 노출된 경우는 30~60분가량 세척해야 한다.

8. 스크럽(Scrub) 솔로 손톱아래 부위를 닦아 낸다.

9. 가능하면 오염물질을 세척한 물은 쇠로 된 통에 따로 모은다.  

10. 소아나 노인의 제염 시에는 저체온증으로 진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필요 시 담요나 보온기
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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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염 시 개인 방호복(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의 단계

PPE의 단계 (A to D)

1. Level A (제염 시 의료진에게 화학물질대비 특수화된 보호력 제공) 
 호흡기, 피부, 눈, 점막의 보호가 최고 수준으로 필요할 때 착용한다. 

  사양)  1) 스스로 호흡할 수 있는 양압 장치 혹은 탈출용으로 스스로 호흡할 수 있는 
장치에 양압이 공급되는 호흡기가 부착된 것

         2) 화학물질로부터 완전 차폐 (눈 보호용 고글 포함)
         3) 손 장갑의 내면과 외면이 화학물질 투과 저항성 물질로 코팅
         4) 화학 물질 투과 저항성 부츠 (발가락과 정강이가 강철로 구성됨) 
         

2. Level B (제염 시 의료진에게 화학물질대비 특수화된 보호력 제공) 
 호흡기 보호가 최고 수준으로 필요하나 피부, 눈, 점막의 보호는 다소 보호력이 떨어져도 
될 때 착용한다. 유해화학물질이 밝혀지고 모니터링되고 샘플 채취가 되어 다른 믿을 만한 
분석 방법들이 적용되어져서 그에 합당한 장비들이 준비될 때까지 초기 화학물질 노출 장
소에 출입 시 권장되는 최소한의 개인 보호 장구 레벨이다.

 사양) 1) 스스로 호흡할 수 있는 양압 장치 혹은 탈출용으로 스스로 호흡할 수 있는 장치
에 양압이 공급되는 호흡기가 부착된 것

       2) 화학물질 투과 저항성 옷 (긴 소매 재킷, 위아래가 하나로 붙어 있는 옷, 모자가 
달린 상하 두 부분으로 구분된 화학 물질 튀김 방지 옷, 일회용의 화학물질 투과 
저항성인 위아래가 하나로 붙어 있는 옷, 눈 보호용 고글 포함)

       3) 손 장갑의 내면과 외면이 화학물질 투과 저항성 물질로 코팅
       4) 화학물질 투과 저항성 부츠 (발가락과 정강이가 강철로 구성됨) 

3. Level C (제염 시 의료진에게 화학물질대비 선호되는 보호 장구) 
 비말 타입의 물질로 성분이 알려지고 농도가 측정되며 피부, 눈의 노출 가능성이 낮고 공
기 청정 호흡기의 사용 기준에 맞을 때 사용한다.  
 사양)  1) 안면부 전체 혹은 절반을 가리는 마스크가 있는 공기 청정기가 달린 호흡기
       2) 화학물질 투과 저항성 옷 (긴 소매 재킷, 위아래가 하나로 붙어 있는 옷, 모자가 

달린 상하 두 부분으로 구분된 화학물질 튀김 방지 옷, 일회용의 화학 물질 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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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성인 위아래가 하나로 붙어 있는 옷) 
       3) 손 장갑의 내면과 외면이 화학물질 투과 저항성 물질로 코팅
       4) 화학물질 투과 저항성 부츠 (발가락과 정강이가 강철로 구성됨) 

4. Level D (제염 시 의료진에게 화학물질대비 최소한의 보호력을 제공) 
 공해 오염 시에만 일차적인 작업복으로 사용한다. 호흡기나 피부 독성 화학물질 존재 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사양)  1) 위아래가 하나로 붙어 있는 옷
        2) 안전용 신발과 부츠
        3) 장갑의 유무나 종류와 같은 다른 개인 보호 장구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전문 생명 소생술 가이드라인 (Advanced Life support, ALS) 
 : ABC (Airway, Breathing, Circulation)순서로 중환자의 응급 진료를 진행하는 프로토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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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화학물질

  1.  시안화수소

1)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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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급실 처치 매뉴얼

< 시안화수소 중독 환자의 치료 및 배치 원칙 >

1. 대응 의료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화학물질대비 개인 방호 슈트(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 Level A or B를 착용한다.

2. 제염 여부에 상관없이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저혈압 이거나 경련이나 심장 부정맥을 보
인다면 기존 전문 생명 소생술(Advanced Life support, ALS)프로토콜에 따라 
ABC(Airway, Breathing, Circulation)순서로 위험 소견에 우선순위를 두고 진료를 진
행한다.

3. 해독제 투여와 임상적으로 발생 가능한 전신 독성 발현에 대한 평가를 시행한다. CBC, 
blood glucose, electrolyte, LFT, cardiac marker, serum lactate and urinary 
thiocyanate, chest radiography, and pulse oximetry, CoHb, ABGA, ECG 모니터
링을 시행한다. Cyanide Kit 사용시 Methemoglobin level을 측정한다. 

4. 심각한 수준으로 노출되었거나 증상이 있는 병력의 환자는 입원시킨다. 시안화물 해독제 
키트에서 정맥주사 투여를 받은 환자들은 중환자실로 입원해야 한다. 

5. 음독했거나 피부나 눈에 직접 시안화수소에 접촉한 병력이 있는 환자는 지연 효과를 파
악하기 위해 응급실에서 최소 4~6시간 이상 경과 관찰을 해야 한다. 

6. 짧은 기간 호흡기 노출이 의심되며 무증상인 환자들의 경우는 해독제 투여 없이 산소투
여하며 1시간 이상 증상 발현 여부 관찰 후 증상이 없으면 연락처를 남기고 증상 발현 
시를 대비한 안내 지침서를 받아가지고 퇴원할 수 있다. 노출 후에 최소 4~6시간 동안 
무증상인 환자들은 증상 발현 시 즉시 의료적 처치를 구할 수 있게 해 줄 지침서를 받
아 가지고 퇴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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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안화수소 중독 시 해독제 및 해독제 키트 사용 방법 >
(해독제)
1. 하이드록소코발아민 5g을 15분간 정주한다. 중독의 중증도와 임상반응에 따라 2번째 용

량의 5g을 15분에서 2시간까지 환자의 상태에 따라 투여될 수 있다. 희석제로는 0.9% 
생리식염수가 추천된다. 일부 약물들은 하이드록소코발아민과 맞지 않으므로 분리된 수
액로 확보가 필요할 수도 있다.  

(해독제 키트)

1. 아질산아밀 캡슐을 깨뜨려 거즈 패드에 적시어 코 밑과 앰부 밸브 입구위에 놓거나 안
면 마스크의 입술 아래에 놓는다. 매 분마다 30초 동안 흡입하며 매 3분마다 새로운 캡
슐을 사용한다. 

혹은

1. 티오황산염나트륨을 정주한다. 통상적인 성인용량 12.5g이 녹아있는 티오황산나트륨 
25% 용액 중 50ml를 10~20분간 정주한다. 평균 소아투여 용량은 25%용액에서 1.65 
ml/kg으로 체중에 맞춰 정주한다. 만약 초기에 부적절한 임상 반응을 보이면 원래 용량
의 절반을 재차 투여한다. 

< 시안화수소 중독 시 시행 할 Laboratory test >

CBC, blood glucose, electrolyte, LFT, cardiac marker, serum lactate and urinary 
thiocyanate, chest radiography, and pulse oximetry, CoHb, ABGA, ECG 모니터링을 
시행한다. Cyanide Kit 사용시 Methemoglobin level을 측정한다.

< 시안화수소에 의한 화상 시 처치 >

1. 우선 환자 제염이 확인되면 환자를 중환자 처치 구역으로 옮겨 온열 화상에 준해 치료
한다.

2. 해독제 투여와 임상적으로 발생 가능한 전신 독성 발현에 대한 평가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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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든 노출 환자들을 대상으로 systemic toxicity 평가를 시행한다. 

4. 일산화탄소 중독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압산소치료 요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 시안화수소에 눈이 노출된 환자의  처치>

1. 제염 단계에서 눈 부위 노출 확인 시, 적어도 5분 동안 생리 식염수로 씻어내야 한다.
   (눈에 2차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콘택트 렌즈 등은 제거하고, 환자를 중환 처치 구역으

로 이송하는 동안 계속 안구를 세척한다. 단, 시안화수소와 반응을 일으켜 손상을 줄 수 
있는 다음의 약물들은 같이 투여함을 피한다.)

  예) amines, oxidizers, acids, sodium hydroxide, calcium hydroxide, sodium 
carbonate, caustic substances, and ammonia

2. 중환 처치 구역으로 옮긴 후에는 적어도 15분 동안 생리 식염수로 세척해야 한다. 시력
(Visual acuity)을 테스트한다. 각막 손상이 있는 경우는 즉각 안과 협진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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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노출된 후 전신 독성 발현까지 한 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으므로 증상과 징후를 지
켜본다.

<가스형태 시안화수소 호흡기 노출환자 처치>

1. 산소 투여를 기본으로 하되 제염 시와 중환 처치구역 진료 시에도 환자가 증상이 있으
면 시안화합물 해독제 키트 사용을 포함하여 즉각적으로 ALS 프로토콜대로 진행한다.  

2. 증상이 없으면 중환 처치 구역으로 옮겨 해독제 투여와 임상적으로 발생 가능한 전신 
독성 발현에 대한 평가를 시행한다. 단, 짧은 기간 호흡기 노출이 의심되며 무증상인 환
자들의 경우는 해독제 투여 없이 산소투여하며 1시간 이상 증상 발현 여부 관찰 후 증
상이 없으면 연락처를 남기고 증상 발현 시를 대비한 안내 지침서를 받아가지고 퇴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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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독 형태 시안화수소 노출환자 처치 >

 
1. 제염 단계에서 위세척을 한 경우는 2.의 치료 프로토콜로 진행한다. 위세척 없이 중환 

처치 구역에 온 음독 환자인 경우 구토를 유도하지 않도록 한다. 만약 환자가 의식이 명
료하고 증상이 없으며 정상 구역반사를 보인다면 활성탄 현탁액을 1g/kg용량(영아, 소
아, 성인 모두 같은 기준 적용)으로 투여함을 고려한다. 

   (위세척 시 사용한 튜브를 고립된 벽 흡인기나 밀봉된 용기에 연결시켜 음독물 및 유해 
가스를 배출 시킨다 )

2.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저혈압 이거나 경련이나 심장 부정맥을 보인다면 기존 ALS 프로
토콜에 따라 ABC순서로 위험 소견에 우선순위를 두고 진료를 진행하며 전에 주어지지 
않았다면 우선 중탄산나트륨을 정주하고 추가적인 투여는 동맥혈검사를 통해 진행여부
를 결정한다.

3. 해독제 투여와 임상적으로 발생 가능한 전신 독성 발현에 대한 평가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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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급실 대응 리스트

< 제염 단계 >

1. 대응 의료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화학물질대비 개인 방호 슈트(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 Level A or B를 착용한다.

   (시안화수소에 젖은 옷이나 환자의 피부나 토사물에 접촉하면 환자뿐 만 아니라 의료진
도 급성 중독되어 짧게는 수 분 내에 전신 증상을 나타내고 사망할 수 있기 때문)

   PPE (예 : Tyvek 또는 Saranex 등) 또는 부틸(butyl) 고무 재질의 앞치마, 여러 겹의 
라텍스 장갑, 눈 보호 장비 등을 착용한다.

   (시안화수소 원액이나 용액은 대부분의 고무장갑과 포장 시트나 크림을 통과하지만 부
틸(butyl) 고무장갑이나 치마는 단기간에 좋은 피부 보호 장구이다.)  

2. 환자가 병원 내원 전 단계에서 단순히 시안화수소 기체에 노출 되었고 제염 처치를 받
았으며 피부나 눈의 자극 증상이 없다면 전문 생명 소생술(Advanced Life support, 
ALS)프로토콜에 따라 ABC(Airway, Breathing, Circulation)순서로 중환자 진료 구역에
서 진료를 진행한다. 

3. 만약 제염 처치를 받지 않았다면 응급실 입실 전 제염 구역(Warm Zone)에서 먼저 제
염을 시행한다. 하지만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저혈압 이거나 경련이나 심장 부정맥을 
보인다면 기존 ALS 프로토콜에 따라 ABC순서로 위험 소견에 우선순위를 두고 진료를 
진행한다.

4. 환자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으면 자신들의 제염을 돕도록 한다. 오염된 옷가지와 개인 
소유물을 각각 다른 봉투에 보관하고 가능한 빨리 피부에 접촉된 시안화수소를 제거하
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시안화수소는 고 침투성으로 호흡기나 소화기 또는 피부를 통과하여 빠른 시간 내에 
환자의 사망을 유발 할 수 있다.)

5. 제염 시에도 빠른 처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환자가 증상이 있다면 시안화합물 
해독제 키트 사용을 포함하여 즉각적으로 ALS 프로토콜대로 진행함으로 제염을 대치한
다.  

   (현재 미국 식품 의약국(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이 공인한 시안화
합물 표준 해독제 키트는 아질산아밀 캡슐(Amyl nitrite perles)과 티오황산염나트륨
(Sodium thiosulfate) 또는 최근에 시안화합물 해독제 키트로 승인된 하이드록소코발아
민(Hydroxocobalamin)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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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하이드록소코발아민 5g을 15분간 정주한다. 중독의 중증도와 임상반응에 따라 2번째 용
량의 5g을 15분에서 2시간까지 환자의 상태에 따라 투여될 수 있다. 희석제로는 0.9% 
생리식염수가 추천된다. 일부 약물들은 하이드록소코발아민과 맞지 않으므로 분리된 수
액로 확보가 필요할 수도 있다. 

(시안화합물 해독제 키트 사용)

7. 아질산아밀 캡슐을 깨뜨려 거즈 패드에 적시어 코 밑과 앰부 밸브 입구위에 놓거나 안
면 마스크의 입술 아래에 놓는다. 매 분마다 30초 동안 흡입하며 매 3분마다 새로운 캡
슐을 사용한다. 

8. 혹은 티오황산염나트륨을 정주한다. 통상적인 성인용량 12.5g이 녹아있는 티오황산나트
륨 25% 용액 중 50ml를 10~20분간 정주한다. 평균 소아투여 용량은 25%용액에서 
1.65ml/kg으로 체중에 맞춰 정주한다. 만약 초기에 부적절한 임상 반응을 보이면 원래 
용량의 절반을 재차 투여한다. 

9. 시안화수소에 젖어 있거나 녹은 환자의 옷은 신속히 제거하고, 흐르는 물로 2~3분가량
(가능하면 샤워기 세척으로) 충분히 세척하고 천연 비누로 2번 세척한다.

   (어린이나 노인의 경우 차가운 물로 오염물질 제거 시 저체온 증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
히 담요나 워머를 사용한다)

10. 눈 부위 노출시, 적어도 5분 동안 생리 식염수로 씻어내야 한다.
   (눈에 2차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콘택트 렌즈 등은 제거하고, 환자를 중환 처치 구역으

로 이송하는 동안 계속 안구를 세척한다. 안통 및 안검 경련 발생시 증상완화를 위해 안
과용 마취제 <예, 0.5% tetracaine 또는 proparacaine>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단, 시
안화수소와 반응을 일으켜 손상을 줄 수 있는 다음의 약물들은 같이 투여함을 피한다.  

 
 예) amines, oxidizers, acids, sodium hydroxide, calcium hydroxide, sodium 

carbonate, caustic substances, and ammonia 

11. 음독시에는 절대로 환자에게 구토를 유도하지 않도록 한다. 만약 환자가 의식이 명료하
고 증상이 없으며 정상 구역반사를 보인다면 활성탄 현탁액을 1g/kg용량(영아, 소아, 성
인 모두 같은 기준 적용)으로 투여함을 고려해야 한다. 

   (환자가 토한 오염물에 접촉 시 2차적으로 의료진이나 주변인들에게 중독의 위험이 발
생할 수 있다. 시안화합물은 장관으로의 흡수가 빠르므로 활성탄의 신속한 투여 여부가 
효율성을 결정하는 요소가 된다. 만약 환자가 의식이 있고 음독 후 짧은 시간 내에 시행 
될 수 있다면 위 세척술 시행을 고려해야 한다. 위세척후 위세척액과 토사물에서 시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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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기체가 생성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들을 고립시켜야 한다.)

〈 중환 구역 처치 단계 〉

1. 충분히 오염제거가 되었음을 확인한 후에는 기존의 A, B, C의 평가와 조치를 한다. 중
증으로 판단되는 환자 중 이전 단계에서 정맥로 확보가 안되었던 환자에게는 정맥로를 
확보한다. 지속적으로 심장 기능 모니터링을 한다. 

   혼수, 쇼크, 저혈압, 발작, 심장 부정맥 등의 증상은 기존의 ALS 프로토콜대로 대응한
다. 이러한 환자들 중 특히 산성화 되어 있는 환자들에게는 중탄산나트륨을 1mEq/Kg로 
정주함을 고려한다.

 
2. 시안화수소 기체에 일차 노출되어 흡입 노출된 경우는 해독제 투여와 임상적으로 발생 

가능한 전신 독성 발현에 대한 평가를 시행한다. 단, 짧은 기간 호흡기 노출이 의심되며 
무증상인 환자들의 경우는 해독제 투여 없이 산소투여하며 1시간 이상 증상 발현 여부 
관찰 후 증상이 없으면 연락처를 남기고 증상 발현 시를 대비한 안내 지침서를 받아가
지고 퇴원 할 수 있다.  

3. 시안화수소 액체나 용액에 피부가 노출된 경우는 화학 화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에는 열에 의한 화상에 준해 치료한다. 그러나 노출된 후 전신 독성 발현까지 한 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으므로 증상과 징후를 지켜본다. 

4. 눈 부위 노출 시, 적어도 15분 동안 생리 식염수로 세척해야 한다. 시력(Visual acuity)
을 테스트한다. 각막 손상 가능성을 고려하여 눈을 검사하고 적절히 치료한다. 각막 손
상이 있는 경우는 즉각 안과 협진을 시행한다. 

5. 음독 시에는 절대로 환자에게 구토를 유도하지 않도록 한다. 만약 환자가 의식이 명료하
고 증상이 없으며 정상 구역반사를 보인다면 활성탄 현탁액을 1g/kg용량(영아, 소아, 성
인 모두 같은 기준 적용)으로 투여함을 고려해야 한다. 

   (만약 환자가 의식이 있고 음독 후 짧은 시간 내에 시행될 수 있다면 위 세척술 시행을 
고려해야 한다. 위 세척 시 사용한 튜브를 고립된 벽 흡인기나 밀봉된 용기에 연결시킨
다.)

6. 해독제 치료는 (제염 구역 처치)프로토콜 6 ~ 8번 과 같은 해독제 치료를 시행한다. 기
타 가능한 치료법으로는 시안 중독 환자 대상으로 고압 산소 요법이 있으나 효용성이 
입증되지 않았다. 단, 시안화수소와 일산화탄소의 복합 기체에 노출되었던 중증 환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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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에서 고압산소 요법이 유용했다는 보고가 있다.  

7. 모든 노출 환자들을 대상으로 CBC, blood glucose, electrolyte, LFT, serum lactate 
and urinary thiocyanate, cardiac marker, chest radiography, and pulse 
oximetry, ABGA, CoHb, ECG 모니터링을 시행한다. Cyanide Kit 사용시 
Methemoglobin level을 측정한다. 단, 짧은 기간 호흡기 노출이 의심되며 무증상인 환
자들의 경우는 해독제 투여 없이 산소투여하며 1시간 이상 증상 발현 여부 관찰 후 증
상이 없으면 연락처를 남기고 증상 발현 시를 대비한 안내 지침서를 받아가지고 퇴원 
할 수 있다.  

   (급성 시안화물 독성의 진단은 주로 임상적 판단( 급성 중추신경계 독성의 발현과 심폐
혈관의 허탈) 하에 내려진다. 혈액과 소변 검사에서 시안화물을 검출하여 급성 노출을 
확진할 수 있으나 이 검사를 응급 치료 결정을 위해 사용하는 데는 유용성에 제한이 있
다. 화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단순 시안화수소 누출뿐 만 아니라 동반된 일산화탄소 누출
도 있을 수 있다) 

8. 아질산 치료 후 메트헤모글로빈 레벨을 측정할 수 있다. 전혈을 통한 시안화물 검사는 
수 시간이 걸려 응급실 치료 가이드로는 사용할 수 없으나 노출을 확정하는 데에는 유
용할 수 있다. 

   (일부 산소 포화도 측정기에서는 산소헤모글로빈과 디옥시헤모글로빈 이외로 혈색소종이 
존재하는 것으로 거짓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심각한 중독 시 에는 정맥혈이 산소화되
어 밝고 붉은 빛을 띈다. 정맥 산소분압과 정맥산소 포화도 비율이 증가하며 동맥과 중
심 정맥의 산소분압 또는 산소 포화도의 비율간의 간격이 줄어든다.) 

9. 시안화물 유도성 파킨슨병 증후군(cyanide-induced Parkinsonian syndrome)이 있는 
환자들에서 뇌 손상의 위치와 정도를 파악하는데 MRI 검사가 유용하다. 

〈 응급실 진료이후 환자 배치 및 추적 검사 〉

1. 심각한 수준으로 노출되었거나 증상이 있는 병력의 환자는 입원시킨다. 시안화물 해독제 
키트에서 정맥주사 투여를 받은 환자들은 중환자실로 입원해야 한다. 

2. 음독했거나 피부나 눈에 직접 시안화수소에 접촉한 병력이 있는 환자는 지연 효과를 파
악하기 위해 응급실에서 최소 4~6시간 이상 경과 관찰을 해야 한다. 단, 짧은 기간 호흡
기 노출이 의심되며 무증상인 환자들의 경우는 해독제 투여 없이 산소투여하며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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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증상 발현 여부 관찰 후 증상이 없으면 연락처를 남기고 증상 발현 시를 대비한 
안내 지침서를 받아가지고 퇴원 할 수 있다. 

3. 노출 후에 최소 4~6시간 동안 무증상인 환자들은 증상 발현 시 즉시 의료적 처치를 구
할 수 있게 해줄 지침서를 받아 가지고 퇴원해야 한다. 

    (시안화수소 - 환자 정보 시트 참조) 

4. 추적 검사 
   환자의 일차 진료의 에게 환자의 응급실 방문 기록에 관한 정보를 보낼 수 있도록 일차 

진료의의 이름을 확보한다. 심각한 노출의 생존자들을 대상으로는 뇌와 심장에 발생 가
능한 허혈성 손상에 대한 검사를 해야 한다. 중증 전신 시안화물 중독을 겪었던 환자들
은 파킨슨병 양상 증후군(Parkinsonian-like syndromes)과 같은 중추 신경계 후유증을 
겪을 위험이 있으므로 수주에서 수 개월간 모니터링 해야 한다. 각막 손상이 있었던 환
자는 24시간 이내에 재 진료를 받아야 한다.

5. 보고
   작업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시 보고할 파일을 만들어 관할 보건소에 연락하여야 한다.
   (응급실에 내원하지 않았을 지라도 다른 환자가 현장에 있을 수 있으며 사고가 작업장

에서 발생 했다며 추후 회사 관계자와 토의함으로써 추후 발생 가능한 사고를 예방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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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물질 정보시트

※ 이 유인물은 시안화수소 가스 또는 시안화수소 용액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 
및 후속조치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시안화수소란 무엇입니까?
   시안화수소는 휘발성이 있고 무색에서 푸른색까지 색을 띄는 액체로 시안화수소산 또는 

청산 이라고도 불립니다. 급속도로 기체형태가 되며 흡입 시 수분 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시안화수소는 섬유, 플라스틱, 염색약, 살충제 및 다른 화학 물질들과 쥐를 잡
는 용도인 훈증제를 만드는데 사용되며, 또한 금속의 전기 도금과 사진 필름 개발에도 
사용됩니다. 낮은 시안화물 레벨은 흡연 시에 측정될 수 있습니다. 

2. 시안화수소 노출에 의해 즉시 발생될 수 있는 건강상의 영향은 무엇입니까?
   소량의 시안화수소 흡입은 두통, 어지러움, 무력감, 오심과 구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량흡입은 헐떡거리는 호흡, 비정상 심박동, 경련, 기절과 심지어는 조기 사망까지도 
유발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심각하게 노출될수록 증상도 심합니다. 시안화수소 용액
이 음독되거나 피부에 접촉 시 비슷한 증상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시안화수소 노출에 의한 증상은 치료 될 수 있습니까?
   시안화물 중독의 치료는 산소 흡입이고 증상이 심각한 경우는 특정 시안화물 해독제 치

료를 하며, 심각한 증상을 보인 환자는 입원해야 합니다. 

4. 향후 장기간 건강상의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소규모 단일 노출에 의해 발생한 증상이 빠르게 회복된 사람들은 증상이 지연되어 재발

하거나 장기간 인체영향을 일으킬 가능성이 낮습니다. 반면 심한 노출인 경우에는 지연
되어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뇌와 심장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5. 시안화수소에 노출된 사람에게 어떤 검사를 할 수 있습니까?
   혈액이나 소변에서 시안화물을 검출함으로 시안화수소 노출 여부를 확정할 수 있습니

다. 다만, 수 시간이 걸리는 검사이므로 시안화물의 검출 확인을 응급 해독제 사용의 기
준에 적용시키지는 않고 임상적으로 의심될 때 해독제를 씁니다. 심각하게 노출되었을 
때는 혈액, 뇨 분석과 다른 검사들을 통해 뇌와 심장이 손상을 입었는지를 밝혀줄 수 있
으며, 모든 경우에 검사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6. 시안화수소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안전관리정보시스템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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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환자 후속지침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고, 다음 진료예약 확인 및 표기된 지침을 따르십시오.
24시간 이내에 특이증상 또는 징후가 발현되는 경우 응급실 또는 예약의사에게 전화문의 
바랍니다. 

※ 특히 아래의 증상인 경우 :
▶ 호흡 곤란, 짧아진 호흡 또는 천명음(호흡시 "쌕쌕” 거리는 소리)
▶ 쉰 목소리, 고음톤의 음성, 또는 말하기 어려움 
▶ 가슴 통증 또는 압박감
▶ 피부 변화, 진물, 또는 피부화상 부위의 통증증가
▶ 복통, 구토, 설사
▶ 노출된 눈 부위에서의 통증 및 분비물 증가

[  ] 위에 기술된 증상이 발현되지 않는다면 추후 진료예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 필요시 전화문의 약속,  예약 의사 :             전화번호 :                  
☞ 의사에게 전화문의 시 (            )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       ) 일 재진 예

약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십시오.

[  ] 추후 추적검사 및 진료를 위한 진료예약
  (          ) 응급실 / 클리닉, (    )월/(    )일,  AM/PM  (            )  

[  ] 1-2일은 격렬한 신체 활동을 하지마세요.
[  ] 운전 및 기계 작동을 포함한 일상적인 활동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  (   ) 일 동안은 업무에 복귀하지 마십시오.
[  ] 당신은 조건부로 업무에 복귀 가능합니다. 아래의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  ] 적어도 72시간 이상 담배연기에 노출되어서는 안됩니다; 담배연기가 폐의 상태를 악화

시킬 수 있음.
[  ] 적어도 24시간 이상 술을 마셔서는 안됩니다; 술이 위장 및 다른 손상 부위를 악화시

키거나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음.  
[  ] 다음과 같은 약물은 복용하지 마십시오 :                                   
[  ] 기존에 처방받은 다음의 약물들은 계속해서 복용 가능합니다. :               
인터넷 웹 사이트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안전관리정보시스템”에서 화학 물질에 대한 자
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환자 서명 :                          날짜 :                  
              의사 서명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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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아르신

1)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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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급실 처치 매뉴얼

< 아르신 중독 환자의 치료 및 배치 원칙 >

1. 대응 의료진들은 화학물질대비 개인 방호 슈트(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 
Level C or D를 착용 한다.

2. 아르신은 해독제가 밝혀지지 않은 화학 물질 이다. 비소-킬레이트약물(arsenic chelating 
drugs)은 투여하지 않는다. 제염 여부에 상관없이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저혈압 이거나 
경련이나 심장 부정맥을 보인다면 기존 전문 생명 소생술(Advanced Life support, ALS)
프로토콜에 따라 ABC(Airway, Breathing, Circulation)순서로 위험 소견에 우선순위를 
두고 진료를 진행한다. 

3. 무증상이거나 증상이 경미한 환자 일지라도 24시간 이내에 지연성으로 혈관 내 용혈 및 
그로 인한 신부전 등의 치명적인 임상 독성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신 독성 발현
에 대한 평가를 시행한다.(CBC, PB smear, urinalysis, plasma free hemoglobin, 
haptoglobin, Renal Function Test(BUN/Cr), AST/ALT, Total bilirubin, direct 
bilirubin, indirect bilirubin, Methemoglobin, ABGA, amylase, serum electrolyte, 
calcium, magnesium, ABO&Rh typing, Antibody screening test, Cardiac 
marker(cpk, ck-mb, myoglobin, troponin I), BNP, chest radiography, and pulse 
oximetry, ECG 모니터링)

4. 노출 된 모든 환자를 입원시킨다. (최소 24 시간 이상의 경과 관찰이 필요). 

5. 24시간 관찰 후에도 용혈의 징후가 없으면 환자에게 주의 사항 설명과 함께 의심 증상
이 발생 시 즉시 도움을 줄 수 있는 의료 지도 안내 지침서를 주고 퇴원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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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신 중독 시 시행 할 검사들>

CBC, PB smear, urinalysis, plasma free hemoglobin, haptoglobin, Renal Function 
Test(BUN/Cr), AST/ALT, Total bilirubin, direct bilirubin, indirect bilirubin, 
Methemoglobin, ABGA, amylase, serum electrolyte, calcium, magnesium, ABO&Rh 
typing, Antibody screening test, Cardiac marker(cpk, ck-mb, myoglobin, troponin 
I), BNP, chest radiography, and pulse oximetry, lactic acid, ECG 모니터링

< 아르신 액체에 의한 동상 시 처치 > 

1. 섭씨 40~42℃(화씨 102~108℃) 사이의 온도의 수조에 20~30분가량 손상부위를 두어 재 
가온 치료를 하며 동상 부위의 혈액 순환이 돌아 올 때까지 계속한다. 

< 아르신에 눈이 노출된 환자의 처치>

1. 제염 단계에서 눈 부위 노출 확인 시, 적어도 15분 동안 생리 식염수로 씻어내야 한다. 
단, 동상 발생 시에는 섭씨 42℃ 가량의 따뜻한 물이나 생리 식염수로 세척한다. 

  (눈에 2차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콘택트렌즈 등은 제거하고, 환자를 중환 처치 구역으로 
이송하는 동안 계속 안구를 세척한다. 단, 아르신과 반응을 일으켜 손상을 줄 수 있는 
다음의 약물들은 같이 투여함을 피한다.  

 예) strong oxidizers, chlorine, and nitric acid

2. 중환 처치 구역으로 옮긴 후에는 제염 여부 확인 후 시력(Visual acuity)을 테스트한다. 
각막 손상이 있는 경우는 즉각 안과 협진을 시행한다. 

< 가스형태 아르신 호흡기 노출환자 처치 >

1. 마스크로 산소 투여를 기본으로 하되 기관지경련이 있으면 연무용 기관지확장제를 사용한
다. 천명(stridor)이 발생한 소아에게는 2.25% racemic epinephrine 0.25~0.75ml를 사
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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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독 형태 아르신 노출환자 처치 >

1. 환자에게 절대로 아르신 킬레이트 제제를 투여해선 안 되며 구토도 유도하지 않도록 한다. 

<혈관 내 용혈 보이는 아르신 노출환자 처치 >

1. 용혈이 발생하면 소변 알칼리화 및 이뇨화를 시작한다. 
   5% dextrose 1리터에 0.25 normal saline에 mix한 50~100 mEq sodium     

bicarbonate를 소변 배출량이 2~3ml/kg/hour로 유지되게 투여한다. 소변으로 헤모글
로빈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알칼리소변(pH >7.5)을 유지하고, serum electrolyte, 
calcium, BUN/Cr, Hb, Hct. 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 한다.

2. hemoglobinuria 때문에 소변 배출이 원활하지 못할 때 이뇨제 사용을 고려한다. 

3. 고칼륨혈증을 보일 경우 치료 옵션 
   
   (1) Calcium gluconate (10%) --> 10~20ml IV 
   (2) Sodium bicarbonate (NaHCO3) --> 50~100 mEq IV
   (3) Insulin and glucose --> 5~10 units regular insulin IV 1~2 amps mix        

D50W IV 
   (4) Furosemide 40 milligrams IV
   (5) Sodium polystyrene sulfonate 25~50 grams PO or PR (ie, Kaliminate 

enema) 
   (6) 혈액 투석
 
4. 신부전이 심하면 혈액투석도 고려한다. 

5. 용혈 때문에 빈혈이 발생하면 수혈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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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급실 대응 리스트

< 제염 단계 >

1. 대응 의료진들은 화학물질대비 개인 방호 슈트(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 
Level C or D를 착용한다.

   (환자가 아르신 기체에만 노출된 경우는 오염제거가 필요없다. 단, 액화 응축된 형태에 
노출 시는 동상의 가능성이 그리고 고형의 강철 비소화물인 경우는 산에 노출 시 화학 
반응에 의해 아르신 가스가 유발 될 수 있으므로 제염 고려가 필요할 수 있다.)

   응급실 단계에서 아르신 기체 혹은 액체 노출의 가능성이 생길 시에는 PPE (예 : 
Tyvek또는 Saranex 등) 또는 부틸(butyl) 고무 재질의 앞치마, 여러겹의 라텍스 장갑, 
눈 보호 장비 등을 착용한다.

2. 환자가 병원 내원 전 단계에서 단순히 아르신 기체에 노출되었고 제염 처치를 받았으며 
피부나 눈의 자극 증상이 없다면 전문 생명 소생술(Advanced Life support, ALS)프로
토콜에 따라 ABC(Airway, Breathing, Circulation)순서로 중환자 진료 구역에서 진료
를 진행한다. 

3. 제염 시에도 빠른 처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아르신은 해독제가 밝혀지지 않은 
화학물질이다. 환자가 불안정한 증상과 징후가 있다면 즉각적으로 ALS 프로토콜대로 진
행함으로 염을 대치한다. 혼수, 저혈압 등의 증상은 기존의 방식으로 대응한다. 

4. 만약 제염 처치를 받지 않았다면 응급실 입실 전 제염 구역(Warm Zone)에서 먼저 제
염을 시행한다. 하지만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저혈압 이거나 경련이나 심장 부정맥을 
보인다면 기존 ALS 프로토콜에 따라 ABC순서로 위험 소견에 우선순위를 두고 진료를 
진행한다. 

5. 환자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으면 자신들의 제염을 돕도록 한다. 비록 기체에 노출된 환
자들에게서 제염이 필요하진 않지만 액화된 아르신에 노출된 경우는 오염된 옷가지와 
개인 소유물을 각각 다른 봉투에 보관하고 가능한 빨리 피부에 접촉된 아르신을 제거하
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르신은 혈관 내 용혈 및 급성신부전을 발생시킬 수 있다. 용혈은 몇 시간 이내에 발
생가능하며, 최대 24시간 동안 지연되어 발생할 수 있다. 아르신 노출의 일반적인 초기 
증상은 권태감, 두통, 갈증, 오한, 복통, 호흡 곤란 등이 있고 30~60분 이내에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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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액화된 아르신에 피부가 노출된 경우는, 흐르는 물로 최소 15분간(가능하면 샤워기 세척
으로) 충분히 세척한다. 단 , 동상이 발생 시에는 섭씨 42℃ 가량의 따뜻한 물로 기존 
치료 방법대로 세척한다.  

   (어린이나 노인의 경우 차가운 물로 오염물질 제거 시 저체온 증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
히 담요나 워머를 사용한다)

7. 아르신에 눈 부위가 노출 시, 적어도 15분 동안 흐르는 물로 씻어내야 한다. 단, 동상 
발생 시에는 섭씨 42℃ 가량의 따뜻한 물이나 생리 식염수로 세척한다. 

   (눈에 2차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콘택트 렌즈 등은 제거하고, 환자를 중환 처치 구역으
로 이송하는 동안 계속 안구를 세척한다. 안통 및 안검 경련 발생시 증상완화를 위해 안
과용 마취제 <예, 0.5% tetracaine 또는 proparacaine>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단, 아
르신과 반응을 일으켜 손상을 줄 수 있는 다음의 약물들은 같이 투여함을 피한다)  

   예) strong oxidizers, chlorine, and nitric acid )

8. 아르신의 특성(실온에서 기체상태로 존재함)상 음독의 가능성이 낮으나 만약, 고체 형태
의 금속 비소화물 형태를 음독 시에는 위산이 고체물질과 반응하여 아르신 기체가 발생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절대로 환자에게 아르신 킬레이트 제제를 투여해선 안 되며 
구토도 유도하지 않도록 한다. 비록, BAL (British Anti-Lewisite, dimercaprol)과 다른 
킬레이트 제제가 아르신 중독에 사용될 수는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효과적인 해독제로 
인정받지 못하여 권장되지 않고 있는 치료이다.

〈 중환 구역 처치 단계 〉

1. 아르신에 대한 해독제(antidote)는 없다. 치료는 혈관, 신장, 혈액, 호흡 기능을 지원하
기 위한 조치로 구성되어 있다. 아르신 노출에 따른 가장 중요한 징후는 혈관내 용혈 및 
급성신부전의 발생이다. 용혈은 몇 시간 이내에 발생가능하며, 최대 24시간 동안 지연되
어 발생할 수 있다.

   아르신 노출의 일반적인 초기 증상은 권태감, 두통, 갈증, 오한, 복통, 호흡 곤란 등이 
있고 30~60분 이내에 발생한다.  

   아르신 기체에 노출된 경우는 오염제거가 필요없다. 충분히 오염제거가 되었음을 확인
한 후에는 기존의 A, B, C의 평가와 조치를 한다. 중증으로 판단되는 환자 중 이전 단
계에서 정맥로 확보가 안되었던 환자에게는 정맥로를 확보한다. 지속적으로 심장 기능 
모니터링을 한다. 

   혼수, 쇼크, 저혈압, 발작, 심장 부정맥 등의 증상은 기존의 ALS 프로토콜대로 대응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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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르신 기체에 일차 노출되어 흡입 노출된 경우는 비록 증상이 없거나 약하더라도 임상
적으로 발생 가능한 전신 독성(혈관 내 용혈반응에 의한 신부전, 빈혈, 간부전, 심부전 
등)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모두 입원하여(최소 24시간 경과 관찰 필요) 전신 독성 발현에 
대한 평가를 시행한다. 

3. 수액 균형을 위한 모니터링 및 혈청전해질 모니터링(특히 고칼륨혈증) 및 적혈구 용적률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혈관내 용혈 및 급성신부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24시간 동안 관찰한다)

4. 저혈압, 핍뇨가 발생하면 도파민사용을 고려하고, 수액 치료와 도파민에 반응이 없는 심
각한 쇽이 발생하면 노르에피네프린을 사용한다.

5. 아르신 기체  흡입으로 인한 호흡기증상이 있으면 마스크로 산소를 공급하고, 기관지경
련이 있으면 연무용 기관지확장제를 사용한다. 천명(stridor)이 발생한 소아에게는 
2.25% racemic epinephrine 0.25~0.75ml를 사용한다. (심장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에 
따라 매 20분마다 사용.)

   용혈이 발생하면 소변 알칼리화 및 이뇨화를 시작한다. 
   (5% dextrose 1리터에 0.25 normal saline에 mix한 50~100 mEq sodium 

bicarbonate를 소변 배출량이 2~3ml/kg/hour로 유지되게 투여한다. 소변으로 헤모글
로빈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알칼리소변(pH >7.5)을 유지하고, serum electrolyte, 
calcium, BUN/Cr, Hb, Hct. 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한다.)

   신부전이 심하면 혈액투석도 고려한다. 용혈 때문에 빈혈이 발생하면 수혈도 고려한다.
   (CBC, PB smear, urinalysis, plasma free hemoglobin, haptoglobin, Renal 

Function Test(BUN/Cr), AST/ALT, Total bilirubin, direct bilirubin, indirect 
bilirubin, Methemoglobin, ABGA, serum electrolyte, calcium, magnesium, 
ABO&Rh typing, Antibody screening test, Cardiac marker(CPK, CKMB, 
Myoglobin, Troponin I, ), BNP, lactic acid  등의 검사가 필요)

6. 피부 노출 시 동상을 입은 경우는 동상이 발생 시에는 섭씨 42℃ 가량의 따뜻한 물로 
기존 치료 방법대로 세척한다.

7. 아르신에 눈 부위가 노출 시, 적어도 15분 동안 흐르는 물로 씻어내야 한다. 단, 동상 
발생 시에는 섭씨 42℃ 가량의 따뜻한 물이나 생리 식염수로 세척한다(제염 단계). 제염 
단계에서 앞 단계가 확실히 처리 되었는지 확인되면 안구 검사 상 각막 손상이 있는지 
검사하고 손상이 있을 시는 즉시 안과 협진을 시행한다. 

   (눈에 2차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콘택트 렌즈 등은 제거하고, 환자를 중환 처치 구역으
로 이송하는 동안 계속 안구를 세척한다. 안통 및 안검 경련 발생시 증상완화를 위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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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용 마취제 <예, 0.5% tetracaine 또는 proparacaine>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단, 아
르신과 반응을 일으켜 손상을 줄 수 있는 다음의 약물들은 같이 투여함을 피한다.  

 예) strong oxidizers, chlorine, and nitric acid

8. 아르신에 대한 해독제(antidote)는 없다. 비소-킬레이트약물(arsenic chelating drugs)
은 투여하지 않는다.

9. 전신 독성을 평가하기 위한 검사로는 (CBC, PB smear, urinalysis, plasma free 
hemoglobin, haptoglobin, Renal Function Test(BUN/Cr), AST/ALT, Total 
bilirubin, direct bilirubin, indirect bilirubin, Methemoglobin, ABGA, amylase, 
serum electrolyte, calcium, magnesium, ABO&Rh typing, Antibody screening 
test, Cardiac marker(CPK, CKMB, Myoglobin, Troponin I), BNP, lactic acid, 
chest radiography, and pulse oximetry, ECG 모니터링) 등이 필요하다. 뇨 중 아르
신 농도는 아르신 노출 수주 후 측정시 올라갈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노출의 정도를 
측정해 볼 수 있다. 

〈 응급실 진료 후 배치 및 외래 추적 검사 〉

환자의 입원, 퇴원 결정은 노출력, 문진,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연 반응
1. 아르신에 노출이 의심된 모든 환자는 매 시간 마다 소변량을 체크하면서 24시간 동안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혈관 내 용혈의 발생은 몇 시간 이내에 발생하며 최대 24시
간 동안 지연될 수 있고, 급성신부전은 노출 후 72시간 동안 명확한 징후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환자 퇴원
1. 24시간 관찰 후에도 용혈의 징후가 없으면 환자에게 주의 사항 설명과 함께 의심 증상

이 발생 시 즉시 도움을 줄 수 있는 의료 지도 안내 지침서를 주고 퇴원 시킨다.  
  
외래 추적 검사 
1. 환자의 일차 진료의 에게 환자의 응급실 방문 기록에 관한 정보를 보낼 수 있도록 일차 

진료의의 이름을 확보한다. 모든 환자는 12~24시간 이내에 소변, 혈액 검사를 재차 받
아야 하며 각막 손상 환자들은 24시간이내에 안과 외래 재진을 받아야 한다. 아르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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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사고 이후 1~6 개월 이후 뒤늦게 다발신경병증이나 의식 상태 변화 등의 사례가 보고 
된 바 있다. 환자들은 노출의 심각정도에 따라 수개월 단위로 혈액학적 검사 및 요 검사
를 포함한 평가가 필요하다.      

보고
1. 작업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 시 보고할 파일을 만들어 관할 보건소에 연락하여야 한다.

   (응급실에 내원하지 않았을 지라도 다른 환자가 현장에 있을 수 있으며 사고가 작업장
에서 발생 했다며 추후 회사 관계자와 토의함으로써 추후 발생 가능한 사고를 예방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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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물질 정보시트

※ 이 유인물은 아르신(arsine)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 및 후속조치에 관한 정보
의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아르신(arsine)이란 무엇입니까?
   아르신은 무색으로 마늘냄새 또는 비린내가 나는 가연성, 비자극성 가스입니다. 그러나 

냄새역치 수준 아래의 아르신 노출에도 건강위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르신은 전자
제품 제조시 다양한 공정에 사용되며, 물이나 산이 아르신이 포함된 광석이나 금속에 접
촉하면 위험한 수준의 아르신가스가 방출됩니다.

2. 아르신 노출에 의해 즉시 발생될 수 있는 건강상의 영향은 무엇입니까?
   아르신 가스를 흡입하면 아주 소량이라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르신 독성의 주요 영

향은 빈혈과 신장손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심각한 아르신 노출 후 수시간 이내에 두
통, 쇠약, 짧아진 호흡, 오심과 구토가 동반된 등이나 복부 통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또
한 소변, 피부, 눈이 변색될 수 있습니다. 아르신이 비소와 관련되어 있어도 아르신 노
출은 비소중독과 같은 징후와 증상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3. 아르신 노출에 의한 증상은 치료될 수 있습니까?
   아르신에 대한 해독제는 없지만, 아르신 노출로 인한 증상은 치료될 수 있습니다. 의사

는 아르신에 노출된 환자에게 신장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정맥을 통해 수액을 공급할 수 
있으며, 심각한 중독일 때는 수혈과 추가 신장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혈액투석이 필요합
니다.

4. 향후 장기간 건강상의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심각한 노출 후 증상은 일반적으로 2~24시간 이내에 발생합니다. 아르신에 단일, 소규

모로 노출된 사람들은 대부분 장기적 영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심각한 노출 후 영구적 
신장손상이나 신경손상이 드물게 발생하였습니다. 비소에 반복 노출되면 피부암이나 폐암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만, 아르신의 장기간 노출에서는 유사한 결과가 보고되지는 않았습니다.

5. 아르신에 노출된 사람에게 어떤 검사를 할 수 있습니까?
   특정 검사는 소변에서 비소의 양을 표시할 수 있지만, 이 정보는 의사에게 도움이 될 

수도,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혈액, 소변, 다른 여러 표준검사를 통해 아르신 노출이 
폐, 혈액세포, 신장, 신경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지 알 수 있으며, 아르신 중독
의 독성영향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노출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검사를 해야 합니다.

6. 아르신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안전관리정보시스템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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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환자 후속지침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고, 다음 진료예약 확인 및 표기된 지침을 따르십시오.
24시간 이내에 특이증상 또는 징후가 발현되는 경우 응급실 또는 예약의사에게 전화문의 
바랍니다. 

※ 특히 아래의 증상인 경우 :
▶ 특이한 피로 또는 쇠약
▶ 짧아진 호흡
▶ 비정상적인 소변색 변화(붉은색 또는 갈색)
▶ 복부 통증 또는 압통
▶ 특이한 피부색 변화(노란색 또는 청동색)

[  ] 위에 기술된 증상이 발현되지 않는다면 추후 진료예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 필요시 전화문의 약속,  예약 의사 :             전화번호 :                  
☞ 의사에게 전화문의 시 (            )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       ) 일 재진 예

약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십시오.

[  ] 추후 추적검사 및 진료를 위한 진료예약
  (          ) 응급실 / 클리닉, (    )월/(    )일,  AM/PM  (            )  

[  ] 1-2일은 격렬한 신체 활동을 하지마세요.
[  ] 운전 및 기계 작동을 포함한 일상적인 활동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  (   ) 일 동안은 업무에 복귀하지 마십시오.
[  ] 당신은 조건부로 업무에 복귀 가능합니다. 아래의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  ] 적어도 72시간 이상 담배연기에 노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담배연기가 폐의 상태를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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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거나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음.  
[  ] 다음과 같은 약물은 복용하지 마십시오 :                                   
[  ] 기존에 처방받은 다음의 약물들은 계속해서 복용 가능합니다. :               
인터넷 웹 사이트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안전관리정보시스템”에서 화학 물질에 대한 자
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환자 서명 :                          날짜 :                  
              의사 서명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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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포스핀

1)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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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급실 처치 매뉴얼

 < 포스핀 노출 환자의 치료 및 배치 원칙 >

1. PPE 레벨은 상황에 따라 (Level B - D) 까지 다양 할 수 있다. (예 : Tyvek 또는 
Saranex 등) 또는 부틸(butyl) 고무 재질의 앞치마, 여러 겹의 라텍스 장갑, 눈 보호 장
비 등을 착용한다.

2. 제염 여부에 상관없이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저혈압 이거나 경련이나 심장 부정맥을 보
인다면 기존 전문 생명 소생술(Advanced Life support, ALS)프로토콜에 따라 
ABC(Airway, Breathing, Circulation)순서로 위험 소견에 우선순위를 두고 진료를 진
행한다. 혼수, 경련, 심부정맥이 있는 환자에서는 중탄산나트륨을 정주하며 산증을 교정
한다.

   (성인 용량 = 1 ample; 소아 용량 = 1Eq/Kg). 

3. 포스핀은 해독제가 없는 화학물질이다. 임상적으로 발생 가능한 전신 독성 발현에 대한 
평가를 시행한다. 

4. 포스핀에 노출된 모든 환자에서 시행하는 일반적인 검사들은 CBC, blood sugar, 
serum electrolyte, Bun/Cr., AST/ALT, Total bilirubin, direct bilirubin, indirect 
bilirubin, lactic acid, calcium, magnesium, phosphate, Pt, aPtt, Cardiac 
marker(cpk, ck-mb, troponin I, myoglobin), BNP, ABGA, Chest X-ray, pulse 
oxymetry, PFI3, urine analysis, amylase, ECG 모니터링 등이다.   

5. 폐부종과 간 손상은 노출이후 72시간 이상 지연 될 수 있으므로 심각한 수준으로 노출
되었거나 증상이 있는 병력의 환자는 입원시킨다. 

   (포스핀 기체에 노출된 경우는 눈과 피부에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으며 전신 독성도 유
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특히 손상된 피부를 통해서는 흡수될 수 있고 이 
경로로 전신 독성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는 추가적인 검사를 고려해야 
한다. 액화되거나 압축된 포스핀 기체는 피부나 눈에 동상을 일으킬 수 있다.)

6. 정상적인 초기 평가 소견을 보인 무증상 환자나 경미한 노출 환자 그리고 4~6시간 동안 
경과 관찰 후 독성 징후가 없는 환자들은 특이 증상이 없으면 연락처를 남기고 증상 발
현 시를 대비한 안내 지침서를 받아가지고 퇴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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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핀 중독 시 시행 할 검사>

CBC, blood sugar, serum electrolyte, Bun/Cr., AST/ALT, Total bilirubin, direct 
bilirubin, indirect bilirubin, lactic acid, calcium, magnesium, phosphate, Pt, aPtt, 
Cardiac marker(cpk, ck-mb, troponin I, myoglobin), BNP, ABGA, Chest X-ray, 
pulse oxymetry, PFI3, urine analysis, amylase, ECG 모니터링을 측정한다. 

< 포스핀 중독에 의한 동상 시 처치 >
  
1. 우선 환자 제염이 확인되면 환자를 중환자 처치 구역으로 옮겨 동상에 준해 치료한다. 

섭씨 40~42℃(화씨 102~108℃) 사이의 온도의 수조에 20~30분가량 손상부위를 두어 재 
가온 치료를 하며 동상 부위의 혈액 순환이 돌아올 때까지 계속한다. 

< 포스핀 기체에 눈과 피부가 노출된 환자의  처치>

1. 제염 단계에서 눈 부위 및 피부 노출 확인 시, 생리 식염수로 씻어내야 한다. 단, 동상
이 있을 때에는 섭씨 40~42℃ 가량의 따뜻한 물로 세척한다. 

   (단, 포스핀과 반응을 일으켜 손상을 줄 수 있는 다음의 물질들은 같이 투여함을 피한다.
 
예) air, oxidizers, chlorine, acids, moisture, halogenated hydrocarbons, and copper

2. 시력(Visual acuity)을 테스트한다. 각막 손상 가능성을 고려하여 눈을 검사하고 적절히 
치료한다. 각막 손상이 있는 경우는 즉각 안과 협진을 시행한다.

<포스핀 기체에 호흡기가 노출환자 처치 >

1. 호흡기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에게는 마스크로 추가적인 산소를 투여한다. 기관지 연축
이 있는 환자들은 연무화된 기관지 확장제로 치료한다. 다수의 화학물질에 노출된 상황
에서 기관지 증감제를 사용하는 것은 부가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어떤 종류의 기
관지 확장제를 투여할지 선택하기 전에 우선 심근의 건강상태를 고려해야한다. 

2. 심장 증감제는 적절히 쓸 수 있지만 특정 화학물질에 노출된 후에 심장 증감제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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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특히 노인환자에게 심부정맥 발생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투여를 신중히 고
려한다. 

3. 천명음이 들리는 소아 환자에게는 racemic epinephrine 연무제를 사용한다. 2.5cc 생
리 식염수에 2.25% racemic epinephrine 용액 0.25~0.75ml를 혼합하여 심근 다양성
에 주의하며 필요에 따라 매 20분마다 반복한다. 

<포스핀 음독 환자 처치 >

1. 환자에게 절대로 구토를 유발하여서는 안되며 물로 위세척을 하여서도 안된다. 

2. 인화물 음독 시 과망간산칼륨 용액(1:10,000)을 사용한 위세척을 한다.

3. 환자가 의식이 명료하고 삼킬 수 있으면 활성탄 현탁액 1gm/kg(보통 성인 용량: 
60~90g, 소아 용량: 25~50g)을 먹인다. 소아환자에서는 음료수 캔과 빨대가 활성탄을 
먹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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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급실 대응 리스트

< 제염 구역 >

1. 내원 전 제염 처치를 받았거나 포스핀에 노출이 되었으나 피부, 눈 자극 증상이 없는 환
자는 즉시 중환자 처치 구역으로 옮긴다. 소아들은 손을 입에 갖다 대는 경향이 있으므
로 외관 상 증상이 없어 보이더라도 소아 환자의 문진 시에는 꼭 구강을 확인한다.    

   (제염자의 보호 장구 사용이 어린이 환자들에게는 공포심을 유발하여 추가 처치에 대한 
순응도를 낮출 수 있음을 주의한다. )

2. PPE 레벨은 상황에 따라 (Level B - D) 까지 다양할 수 있다. (예 : Tyvek 또는 
Saranex 등) 또는 부틸(butyl) 고무 재질의 앞치마, 여러 겹의 라텍스 장갑, 눈 보호 장
비 등을 착용한다.

   (기체 상태에 접촉한 포스핀 노출 환자는 의료진에게 노출 위험도가 낮지만 옷, 피부, 
머리카락 등에 붙은 고체의 금속성 포스핀은 물이나 습기와 반응하여 포스핀 기체를 발
생 시킬 수 있다. 포스핀을 포함한 토사물도 또한 포스핀을 발생시켜 2차 오염이 발생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3. 환자가 병원 내원 전 단계에서 단순히 포스핀 기체에 노출 되었고 제염 처치를 받았으
면 즉시 중환 처치 구역으로 이송한다. 피부나 눈의 자극 증상이 없다면 전문 생명 소생
술(Advanced Life support, ALS)프로토콜에 따라 ABC(Airway, Breathing, 
Circulation)순서로 진료를 진행한다. 환자의 호흡에 장애가 생겼을 때에는 기관 삽관을 
하여 기도와 호흡을 확보해야 한다. 이 과정이 불가능하면 외과적 방법으로 기도를 확보
해야 한다.

4. 기관지 연축이 있는 환자들에게는 연무화된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한다. 다수의 화학물질
에 노출된 상황에서 기관지 증감제를 사용하는 것은 부가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어떤 종류의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할지 선택하기 전에 우선 심근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야한다. 심장 증감제는 적절히 쓸 수 있지만 특정 화학 물질에 노출된 후에 심장 증감제
의 사용은 특히 노인환자에게 심부정맥 발생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포스핀 노출은 일차적으로 심폐 세포들의 미토콘드리아에서 효소와 단백질 합성을 방
해함으로서 중추신경계 저하 및 심혈관계와 호흡계의 허탈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로 인
해 저혈압이 발생한 경우 승압제에 반응이 좋지 않을 수 있다.) 

5. 천명음이 들리는 소아 환자에게는 racemic epinephrine 연무제의 사용을 고려해야 한
다. 2.5cc 생리 식염수에 2.25% racemic epinephrine 용액 0.25~0.75ml를 혼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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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근 다양성에 주의하며 필요에 따라 매 20분마다 연무제 사용을 반복한다. 

6. 혼수상태, 저혈압, 경련 발작, 심실 빈맥이 있는 환자는 기존의 방식대로 치료하여야 한다.
   혼수, 경련, 심부정맥이 있는 환자에서는 중탄산나트륨을 정주하며 산증을 교정한다.(성

인 용량 = 1 ample; 소아 용량 = 1Eq/Kg).   

〈 기본 제염 〉

1. 만약 제염 처치를 받지 않았다면 응급실 입실 전 제염 구역에서 먼저 제염을 시행한다. 
만일 환자가 고체 포스핀에 노출 되었다면 피부, 머리카락, 옷으로부터 포스핀 입자를 
쓸어 낸다. 거동할 수 있는 환자는 본인의 제염을 돕도록 한다. 오염된 옷과 개인 소지
품들을 몸에서 제거하고 두 봉투에 따로 나누어 담는다. 환자의 피부와 머리카락을 물로 
씻어내며 가능하면 샤워기로 씻기는 것을 권장한다. 소아 환자나 노인 환자의 제염 시에
는 저체온증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제염을 시행해야 한다. 가능하면 보온기나 담요
를 사용한다. 

2. 노출된 피부와 눈을 적절히 세척한다. 동상을 입은 눈과 피부는 섭씨 42℃ 가량의 따뜻
한 물로 세척을 시행하며 재 가온한다. 액화되거나 압축된 포스핀 기체는 피부나 눈에 
동상을 일으킬 수 있다. 눈에 외상을 주지 않고 손쉽게 제거할 수 있으면 콘택트 렌즈는 
제거하도록 한다. 환자를 중환 처치 구역으로 이동시키는 동안 세척을 계속 진행한다. 

   (포스핀 기체에 노출된 경우는 눈과 피부에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으며 전신 독성도 유
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특히 손상된 피부를 통해서는 흡수될 수 있고 이 
경로로 전신 독성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는 추가 적인 검사를 고려해야 
한다. 액화되거나 압축된 포스핀 기체는 피부나 눈에 동상을 일으킬 수 있다.)  

3. 포스핀은 실온에서 기체 형태이므로 음독의 가능성이 낮지만 금속성의 고체 포스핀(알루
미늄, 칼슘, 아연 포스핀 등) 을 음독했을 때는 포스핀이 위산과 접촉 시 반응하여 포스
핀 기체를 발생시켜 중독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환자에게 절대로 
구토를 유발하여서는 안되며 물로 위세척을 하여서도 안된다. 환자가 의식이 명료하고 
삼킬 수 있으면 활성탄 현탁액 1gm/kg(보통 성인 용량: 60~90g, 소아 용량: 25~50g)을 
먹인다. 소아환자에서는 음료수 캔과 빨대가 활성탄을 먹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금
속성의 고체 포스핀은 물이나 산과 접촉 시 반응을 일으켜 포스핀 가스를 생성시키며 
이는 포스핀 기체 흡입에 의한 경우와 유사한 징후를 환자에게 유발할 수 있다.) 

4. 호흡기 노출 환자에서 따로 제염은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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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환 구역 처치 단계 〉

1. 환자에게 제염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확인 한다. 호흡기 노출 환자에서 따로 제염은 필
요하지 않다. (그렇지 않다면 제염 구역의 단계대로 진행한다)

(ABC 상기목록)
1. 충분히 오염제거가 되었음을 확인한 후에는 기존의 A, B, C의 평가와 조치를 한다. 소

아는 성인에 비해 기도의 직경이 더 작기 때문에 부식성 재제에 더 취약할 수 있다. 환
자의 호흡에 장애가 생겼을 때에는 기관 삽관을 하여 기도와 호흡을 확보해야 한다. 이 
과정이 불가능하면 외과적 방법으로 기도를 확보해야 한다. 중증으로 판단되는 환자 중 
이전 단계에서 정맥로 확보가 안되었던 환자에게는 정맥로를 확보한다. 지속적으로 심장 
기능 모니터링을 한다. 혼수, 쇼크, 저혈압, 발작, 심장 부정맥 등의 증상은 기존의 ALS  
프로토콜대로 대응한다. 저혈압이 발생한 경우는 승압제에 반응이 안 좋을 수 있다.

   혼수, 경련, 심부정맥이 있는 환자에서는 중탄산나트륨을 정주하며 산증을 교정한다.
   (성인 용량 = 1 ample; 소아 용량 = 1Eq/Kg).  

〈 흡입 노출이 된 경우 〉

1. 호흡 곤란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에게는 마스크로 추가적인 산소를 투여한다. 적어도 
72시간 흉부 방사선 검사와 다른 검사법으로 반복해서 검사한다. 외래 추적 검사는 임
상적인 기준에 맞추어 시행한다. 기관지 연축이 있는 환자들은 연무화된 기관지 확장제
로 치료한다. 다수의 화학 물질에 노출된 상황에서 기관지 증감제를 사용하는 것은 부가
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어떤 종류의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할지 선택하기 전에 우선 
심근의 건강상태를 고려해야한다. 

2. 심장 증감제는 적절히 쓸 수 있지만 특정 화학 물질에 노출된 후에 심장 증감제의 사용
은 특히 노인환자에게 심부정맥 발생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3. 천명음이 들리는 소아 환자에게는 racemic epinephrine 연무제의 사용을 고려해야 한
다. 2.5cc 생리 식염수에 2.25% racemic epinephrine 용액 0.25~0.75ml를 혼합하여 
심근 다양성에 주의하며 필요에 따라 매 20분마다 반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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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독 노출 〉

1. 대부분의 인화물(phosphide)은 물이나 산에 접촉 시 포스핀 기체를 방출하므로 음독 시 
가능한 빨리 위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활성탄을 1mg/kg(보통 성인 용량 60~90g, 소아 
용량 25~50g)으로 사용한다. 섭취한 경우에 구토를 유도해서는 안된다. 광물성 기름 하
제(cathartic) 100ml의 사용이 염분이 함유된 하제 보다 권장된다. 인화물은 포스핀 가
스를 위장에서 배출할 수 있으므로 포스핀 가스 흡입과 유사한 증상이 있는지 관찰하고 
증상에 맞춰 치료한다. 

   인화물 음독 시 과망간산칼륨 용액(1:10,000)을 사용한 위세척이 권장된다. 
   (과망간산은 위장에 있는 포스핀을 산화시켜 인산염을 만들고 이것이 사용 가능한 포스

핀을 환원시킨다.)

〈 해독제와 다른 치료법 〉

1. 포스핀 중독에 대한 해독제는 없다. 치료는 대증요법으로 이루어진다. 신부전 발생 시 
혈액투석이 권장된다. 교환 수혈의 효과는 확실하지 않다. 급성 호흡기 증상 환자에서 
스테로이드 사용의 효과는 증명되지 않았다.

〈 Laboratory Test 〉

1. 포스핀에 노출된 모든 환자에서 시행하는 일반적인 검사들은 CBC, 혈당, 전해질 검사가 
있다. 추가로 심전도, 신장기능 검사, 간기능 검사를 시행한다. 기저 호흡기 상태를 측정
하기 위해 흉부방사선 검사, 맥박 산소 측정기 (또는 ABG 측정) 및 PFl3 사용이 추천된
다. 연속적인 심근효소 측정이 도움이 된다. 포스핀은 소변으로 배출 되는 인산염과 차
아인산염으로 대사된다. 대사산물에 대한 분석은 임상적으로 유용하지 않지만 소변 샘플
은 향후 노출의 특성과 정도 분석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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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실 진료 후 환자 배치와 추적 검사 〉

입원, 퇴원 결정은 노출력, 문진, 검사 결과 에 근거하여 진행한다.  

지연 효과
1. 폐부종과 간 손상은 노출이후 72시간 이상 지연 될 수 있으므로 심각하게 노출된 모든 

환자는 입원해서 주의 깊게 관찰하여야 한다. 

환자 퇴원
1. 정상적인 초기 평가 소견을 보인 무증상 환자나 경미한 노출 환자 그리고 4~6시간 동안 

경과 관찰 후 독성 징후가 없는 환자들은 특이 증상이 없으면 연락처를 남기고 증상 발
현 시를 대비한 안내 지침서를 받아가지고 퇴원할 수 있다. 

   (포스핀 노출 환자 정보시트 참조)

추적 검사
1. 환자의 일차 진료의 에게 환자의 응급실 방문 기록에 관한 정보를 보낼 수 있도록 일차 

진료의의 이름을 확보한다. 포스핀에 노출되었던 환자들은 폐기능 이상 가능성이 있으므
로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보고
작업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시 보고할 파일을 만들어 관할 보건소에 연락하여야 한다. 
(응급실에 내원하지 않았을 지라도 다른 환자가 현장에 있을 수 있으며 사고가 작업장에서 
발생 했다며 추후 회사 관계자와 토의함으로써 추후 발생 가능한 사고를 예방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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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물질 정보시트
※ 이 유인물은 포스핀 또는 인화물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 및 후속조치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1. 포스핀이란 무엇입니까?
   포스핀은 마늘이나 생선 냄새가 나는 독성의 가스이며, 환자가 냄새를 맡지 못하더라도 

심각한 인 노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포스핀은 반도체 산업에서 널리 사용되며, 곡물
저장창고에서 훈증제로 사용되고 아연 인화물은 쥐약으로 사용됩니다. 아연 인화물이나 
알루미늄 인화물을 포함한 농약들은 물이나 산과 접촉했을 때 포스핀을 배출할 수 있으
며, 이러한 고체 인화물을 삼켰을 때 인 중독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2. 포스핀 노출에 의해 즉시 발생될 수 있는 건강상의 영향은 무엇입니까?
   소량의 포스핀 노출이라도 두통, 현기증, 메스꺼움, 구토, 설사, 졸음, 기침, 흉부 압박

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더 심한 노출은 쇼크, 경련, 혼수, 불규칙 심장 박동, 간 및 
신장 손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노출정도가 심할수록 증상도 심합니다.

 
3. 포스핀 노출에 의한 증상은 치료 될 수 있습니까?
   포스핀에 대한 해독제는 없지만 증상은 치료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노출된 환자는 회복

됩니다. 심한 노출을 경험한 사람은 입원이 필요합니다. 

4. 향후 장기간 건강상의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소규모 단일 노출에 의해 발생한 증상이 빠르게 회복된 사람들은 증상이 지연되어 재발

하거나 장기간 인체영향을 일으킬 가능성은 없습니다. 심각한 노출 후에 보통 즉시 증상
이 나타나지만 72시간 이후에도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5. 포스핀에 노출된 사람에게 어떤 검사를 할 수 있습니까?
   포스핀 자체에 대한 혈액검사나 소변검사는 없습니다. 포스핀의 분해물을 소변에서 측

정할 수 있지만 측정결과는 의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심각한 노출이 발생한
다면 뇌, 폐, 심장, 간, 신장 손상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를 시행
합니다. 심장, 폐, 또는 다른 장기의 손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혈액 검사, 소변 검사와 
다른 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모든 환자에서 검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6. 포스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안전관리정보시스템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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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환자 후속지침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고, 다음 진료예약 확인 및 표기된 지침을 따르십시오.
24시간 이내에 특이증상 또는 징후가 발현되는 경우 응급실 또는 예약의사에게 전화문의 
바랍니다. 

※ 특히 아래의 증상인 경우 :
▶ 기침, 천명음(호흡시 "쌕쌕” 거리는 소리)
▶ 호흡 곤란, 짧아진 호흡 또는 
▶ 가슴 통증 또는 압박감
▶ 두통, 현기증, 떨림 , 또는 복시
▶ 보행장애
▶ 메스꺼움, 구토, 설사 , 또는 복통

[  ] 위에 기술된 증상이 발현되지 않는다면 추후 진료예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 필요시 전화문의 약속,  예약 의사 :             전화번호 :                  
☞ 의사에게 전화문의 시 (            )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       ) 일 재진 예

약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십시오.

[  ] 추후 추적검사 및 진료를 위한 진료예약
  (          ) 응급실 / 클리닉, (    )월/(    )일,  AM/PM  (            )  

[  ] 1-2일은 격렬한 신체 활동을 하지마세요.
[  ] 운전 및 기계 작동을 포함한 일상적인 활동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  (   ) 일 동안은 업무에 복귀하지 마십시오.
[  ] 당신은 조건부로 업무에 복귀 가능합니다. 아래의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  ] 적어도 72시간 이상 담배연기에 노출되어서는 안됩니다; 담배연기가 폐의 상태를 악화

시킬 수 있음.
[  ] 적어도 24시간 이상 술을 마셔서는 안됩니다; 술이 위장 및 다른 손상 부위를 악화시

키거나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음.  
[  ] 다음과 같은 약물은 복용하지 마십시오 :                                   
[  ] 기존에 처방받은 다음의 약물들은 계속해서 복용 가능합니다. :               
인터넷 웹 사이트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 안전관리정보시스템”에서 화학 물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환자 서명 :                          날짜 :                  
              의사 서명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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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불 산

1)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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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급실 처치 매뉴얼

< 불산노출 환자의 치료 및 배치 원칙 >

1. 대응 의료진들은 화학물질 방호 슈트(예 : Tyvek또는 Saranex 등) 또는 부틸 고무 재
질의 앞치마, 여러겹의 라텍스 장갑, 눈 보호 장비 등을 착용한다.

   (불산에 젖은 옷이나 환자의 피부에 접촉하면 화상을 입을 수 있다) 

2. 가능한 빨리 피부에 접촉된 불산을 제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불산은 고침투성으로 피부를 통과하여 아래 조직의 손상을 빨리 유발할 수 있다)

3. 불산에 젖어 있거나 녹은 환자의 옷은 신속히 제거하고, 차가운 흐르는 물로 최소 20분 
이상 충분히 세척한다.

   (어린이나 노인의 경우 차가운 물로 오염물질 제거시 저체온증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히 
담요나 워머를 사용한다)

4. 눈 부위 노출시, 적어도 20분 동안 생리 식염수로 씻어내야 한다.
   (콘택트 렌즈 등은 제거하고, 안검 견인기를 활용하여 눈 공간을 확보한다. 
   안통 및 안검 경련 발생시 증상완화를 위해 안과용 마취제 <예, 0.5% tetracaine 또는 

proparacaine> 등을 사용할 수 있다) 

5. 충분히 오염제거가 된 후에는 기존의 A, B, C의 평가와 조치를 한다.
   혼수, 저혈압, 발작, 심장 부정맥 등의 증상은 기존의 방식으로 대응한다.

6. 폐, 심장, 신장, 간 기능을 모니터링 한다. 
   (맥박 산소 측정기, ECG 모니터링, 흉부방사선 검사, LFT, RFT, CBC, 혈당, 혈청 전해

질 검사 등을 포함한다)

7. 불산에 노출된 환자는 혈청 칼슘, 칼륨, 마그네슘 농도를 모니터링 해야 한다. 
   (혈중으로 흡수된 불산이 혈중 칼슘과 결합하여 저칼슘혈증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

해 QT 간격 연장과 심장 리듬의 이상 등이 발생 할 수 있다)

8. 호흡기 증상이 없거나 경미하더라도 최소 24시간 동안 환자를 관찰한다.
   (저농도 불산의 호흡기 노출시 24시간 가량 지연되어 폐부종 또는 상부기도 부종 등이 

발생할 수 있다)
 ⟹ 반복 흉부방사선 검사, 맥박 산소 측정 또는 동맥혈 가스 검사, 폐기능 검사,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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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CT 검사 등으로 모니터링 한다.

9. 불산 노출시 치료의 핵심은 칼슘 글루코네이트와 같은 해독제의 빠른 사용이다.
   (노출된 불소 음이온이 흡수되어 인체 내의 칼슘, 마그네슘, 칼륨 등과 결합하기 전에 

외부에서 칼슘 글루코네이트와 반응시켜 흡수와 반응성이 떨어지는 불용성 염으로 변화
시키는 것이 중화제의 작용기전이다) 

⟹ 오염부위를 신속히 충분하게 세척한 후, 아래의 <불산 응급실 처치 매뉴얼>에 따라 칼
슘 글루코네이트를 투여한다.

10. 통증 완화가 되지 않고, 호흡 곤란, 섭취에 의한 노출, 손가락 또는 눈 화상, 심한 피
부 화상이 있는 환자는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24시간 동안 주의 깊게 모니터링 해야 한
다. (EKG, O2 모니터링으로 치료의 필요성과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다.)

11. 짧은 기간 호흡기 노출이 의심되며 무증상인 환자들의 경우는 해독제 투여 없이 산소
를 공급한다. 1시간 이상 증상 발현 여부 관찰 후, 증상이 없으면 연락처를 남기고 증상 
발현 시를 대비한 안내 지침서를 받고 퇴원할 수 있다. 노출 후, 최소 4시간에서 6시간 
동안 무증상인 환자들은 증상 발현 시, 즉시 의료적 처치를 받을 수 있는 안내문을 받고 
퇴원할 수 있다.

12. 노출이 의심되어 진료를 받은 모든 환자들은 반드시 24시간 후 다시 진료하도록 하고, 
   자각증상에 관해 문진 및 혈액, 소변검사, 흉부방사선 추적검사 등을 시행한다. 

13. 불산 노출 후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증상을 경험한 후, 치료받았던 환자들 가운데 증상
이 재발하거나 계속 진행될 경우, 즉시 치료를 받아야 한다. 

14. 24시간 지연되어서 발현되는 증상이 있다면 필요에 따라 추가적 검사와 추적 흉부방선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대부분의 화학물질 노출에 따른 지연 증상은 48시간 이내에 발
   현된다. 48시간 경과 이후에도 추가적인 발현 증상이 없다면, 이후부터는 대증적 치료를 
   시행한다.

15. 흡연은 폐 손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 불산 노출 후 72시간 동안은 금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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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산노출 환자 발생시 시행 할  Laboratory test >

CBC c Diff, Electrolyte Panel (5종 Na,K,Cl,P,Ca), RFT (BUN/Cr), UA, LFT, Glucose, 
T.CHO, LDL, HDL, TG
Chest PA/Lat,  ECG, PFT, HRCT, Pulse Oximetry, ABGA, CoHb, Cardiac Mar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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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산에 의한 전신 화상시 처치 >

1. 혈중 Calcium, Magnesium, potassium level 을 확인한다. 
==> Electroytes 측정, EKG 모니터링

2. 저칼슘 혈증이 확인되면 
==> 10% Calcium gluconate(ATPNCA) 20 ml 아주 천천히 10분에서 15분간 iv투여 (5% 

D/W에 섞어 사용)
==> 이후 6mg Calcium gluconate를 5DW 500ML에 섞어 4-6시간 투여하고, 4~6시간 

마다 혈중 칼슘 level을 확인하고, 7.4~9.0mg/dl를 유지 하도록 한다.

<불산 노출에 의해 유발된 피부통증 조절>
1. 10% Calcium gluconate(ATPNCA) 10~20ml을  NS에 섞어(2.5% 농도) Wet Dressing

을 시행한다.

2. Wet Dressing에도 통증의 호전이 없거나, 화상 부위가 50% 이상으로 넓거나, 처지지연 
등으로 인해 불산이 피부깊이 침투한 화상인 경우, 10% Calcium gluconate(ATPNCA) 
10~20ml 을 NS에 섞어(5% 농도) 1cc 실린지로 SC로 소량씩 Injection을 고려할 수 있
다. 

<불산 노출환자 눈 처치>
1. 10% Calcium gluconate(ATPNCA) 10~20ml을 NS에 섞어 1% 농도로 희석하여 5분이

상 충분한 irrigation을 시행한다. 
 ⟹ 시력(Visual acuity) 테스트 후 각막 손상이 있는 경우는 즉시 안과 협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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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에 불산이 급성으로 노출되면 상당한 시력의 감퇴와 함께 지속적인 안압의 상승, 백
내장, 녹내장이 발생할 수 있다.

 ⟹ 눈 손상 환자는 증상 완화를 목적으로 24시간 이내에 재검사 한다.
 
<가스형태 불산 호흡기 노출환자 처치 >
1. 10% Calcium gluconate(ATPNCA) 10~20ml을 NS에 섞어(2.5% 농도) 네브라이져로 

산소와 함께 호흡기로 투여한다.

※ 이외의 처치는 일반 화상 환자와 같은 방법으로 치료한다. 
 
< 불산 소화기 노출환자(음독) 처치 >
1. 불산의 소화기계 노출(음독)시에는 구토제나 활성탄은 사용하지 않는다. 
 ⟹ 즉시 위속 불산을 희석하기 위해 물 120~360ml를 경구로 투여한다. 
   이후 Mylanta, Maalox 또는 우유 120~360ml를 경구로 투여한다. 
   (Mylanta, Maalox 또는 우유 등에 있는 마그네슘, 칼슘 이온이 위 속에서 불소 이온과 

결합하는 화학적 작용을 한다.) 
 ⟹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산을 중화하는 중탄산나트륨은 사용하지 않는다.

2. 위 세척은 부식성 물질을 제거하고, 내시경 검사 준비를 위해 특정 상황에서 유용할 수 
있다. 

 ⟹ 위 세척을 고려해야 할 경우 (1) 많은 용량을 섭취하였을 경우 (2) 환자의 상태가 30분 
이내에 평가된 경우 (3) 환자의 구강에 병변이 있거나 지속적인 식도 불편감을 호소할 
경우 (4) 섭취 후 1 시간 이내인 경우 

   (독성 구토물 또는 위 세정액은 밀폐 용기에 세척 튜브를 연결하여 격리되도록 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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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급실 대응 리스트

1. 중증의 호흡곤란 환자는 산소 공급과 함께 10% 농도로 희석한 칼슘글루코네이트를 분
무기로 투여한다.

2. 저칼슘 혈증 치료는 10% 칼슘 글루코 네이트를 10ml까지 0.1~0.2ml/Kg로 정맥 투여한
다. 

⟹ 칼슘 수준은 매 시간당 확인하고, 혈청 칼슘, 심전도, 또는 증상이 개선될 때까지 반복 
투여 할 수 있다. 

3. 저마그네슘 혈증 치료는 2~4ml 50% magnesium sulfate를 40분 동안 정맥 투여한다.

4. 통증 완화가 되지 않고, 호흡 곤란, 섭취에 의한 노출, 손가락 또는 눈 화상, 심한 피부 
화상이 있는 환자는 중환자실에 입원 24시간 동안 주의 깊게 모니터링 해야 한다. 
(ECG, O2 모니터링으로 치료의 필요성과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다.)

5. 불산의 피부노출 후, 물집이 형성된 경우는 물집 부위를 절개하고 배액한다. 치료 전에 
괴사된 조직은 초기에 변연 절제술로 절제하는 것이 상처회복을 촉진한다.

6. 통증이 완화 될 때까지 칼슘글루코네이트 젤을 화상부위에 충분히 도포한다. 칼슘글루코
네이트 젤은 3~4일 동안 매일 4~6 회 도포한다.

   (젤을 도포하는 의료진은 불산 오염으로부터 자신의 손가락을 보호하기 위해 고무 글러
브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7. 50% 이상으로 화상 부위가 넓고, 처지지연 등으로 불산이 깊이 침투한 화상의 경우, 통
증 왼화가 30~60분 내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이때에는 칼슘글루코네이트의 피부하 
주사를 고려한다.

⟹ 10% 칼슘글루코네이트 용액을 피부 표면 cm당 최대 0.5ml 작은 게이지 바늘 (# 30)로 
주입한다.

8. 손가락 주변의 화상인 경우에는 동맥 내 칼슘글루코네이트 주입을 고려한다.
   동맥 내 칼슘글루코네이트 투여는 손가락 및 상지의 치료에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져 있

다. 
⟹ 먼저 요골 동맥으로 투여하고, 척골 동맥 간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상완 동맥으

로의 투여도 고려한다. 초기 투여량은 5% DW 40mL에 10% 칼슘글루코네이트 10ml를 
섞어 4시간 동안 동맥투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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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통증 완화가 되지 않고, 호흡 곤란, 섭취에 의한 노출, 손가락 또는 눈 화상, 심한 피부 
화상이 있는 환자는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24시간 동안 주의 깊게 모니터링 해야 한다. 
(EKG, O2 모니터링으로 치료의 필요성과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다.)

10. 노출이 의심되어 진료를 받은 모든 환자들은 반드시 24시간 후 다시 진료하도록 하고, 
   자각증상에 관해 문진 및 혈액, 소변검사, 흉부방사선 추적검사 등을 시행한다. 

11. 24시간 지연되어서 발현되는 증상이 있다면 필요에 따라 추가적 검사와 추적 흉부방선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대부분의 화학물질 노출에 따른 지연 증상은 48시간 이내에 발
   현된다. 48시간 경과 이후에도 추가적인 발현 증상이 없다면, 이후부터는 대증적 치료를 
   시행한다.

〈 응급실 진료 후 배치 및 외래 추적 검사 〉

 불산 노출에 의해 발생한 통증이 완화가 되지 않고, 호흡 곤란, 섭취에 의한 노출, 손가락
 또는 눈 화상, 심한 피부 화상이 있는 환자는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24시간 동안 주의 
 깊게 모니터링 해야 한다.

지연 반응
1. 불산에 노출이 의심된 모든 환자는 호흡기 증상이 없거나 경미하더라도 최소 24시간 동

안 환자를 관찰한다.
   (저농도 불산의 호흡기 노출시 24시간 가량 지연되어 폐부종 또는 상부기도 부종 등이 

발생할 수 있다)

환자 퇴원
1. 6시간 이상 증상 발현 여부 관찰 후, 증상이 없으면 연락처를 남기고 증상 발현 시를 

대비한 안내 지침서를 받고 퇴원할 수 있다. 
  
외래 추적 검사 
1. 노출이 의심되어 진료를 받은 모든 환자들은 반드시 24시간 후 다시 진료하도록 하고, 
   자각증상에 관해 문진 및 혈액, 소변검사, 흉부방사선 추적검사 등을 시행한다. 

2. 불산 노출 후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증상을 경험한 후, 치료받았던 환자들 가운데 증상
이 재발하거나 계속 진행될 경우, 즉시 치료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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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4시간 지연되어서 발현되는 증상이 있다면 필요에 따라 추가적 검사와 추적 흉부방선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대부분의 화학물질 노출에 따른 지연 증상은 48시간 이내에 발
   현된다. 48시간 경과 이후에도 추가적인 발현 증상이 없다면, 이후부터는 대증적 치료를 
   시행한다.

4. 흡연은 폐 손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 불산 노출 후 72시간 동안은 금연해야 한다.

보고
1. 작업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 시 보고할 파일을 만들어 관할 보건소에 연락하여야 한다.

   (응급실에 내원하지 않았을 지라도 다른 환자가 현장에 있을 수 있으며 사고가 작업장
에서 발생 했다며 추후 회사 관계자와 토의함으로써 추후 발생 가능한 사고를 예방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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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물질 정보시트

※ 이 유인물은 불화수소 가스 또는 불산 용액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 및 후속조
치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1. 불화수소란 무엇입니까?
   불화수소는 무색으로 자극성 냄새가 나는 매우 자극적 가스이며, 물에 쉽게 용해되어 

불산을 형성합니다. 불화수소를 포함하는 소비자 제품은 녹 제거제, 물 얼룩 제거제, 크
롬 세정제 등이 있습니다.

2. 불화수소 노출에 의해 즉시 발생될 수 있는 건강상의 영향은 무엇입니까?
   불화수소는 피부 또는 눈에 노출되었을 때, 대부분의 독성이 발생합니다. 고농도의 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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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불화수소 노출에 의한 증상은 치료 될 수 있습니까?
   지속되는 기침, 피부, 눈 부위의 화상 등과 같은 심각한 증상이 있는 환자는 병원 입원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칼슘 또는 마그네슘이 함유된 약제를 피부병변 치료에 사
용 할 수 있고, 의사가 이들 약제를 화상부위에 주사하거나 혈액내로 주입할 수 있습니
다. 불산을 마신 경우에는 칼슘 또는 마그네슘이 함유된 용액을 경구로 투여 할 수 있습
니다.

4. 향후 장기간 건강상의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소규모 단일 노출에 의해 발생한 증상이 빠르게 회복된 사람들은 증상이 지연되어 재발

하거나 장기간 인체영향을 일으킬 가능성은 없습니다. 반면 비교적 심한 노출인 경우에
는 최대 36시간 동안 증상이 없다가 지연되어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불화수소
와 피부 접촉이 있었던 곳에 흉터가 남을 수 있습니다.

5. 불화수소에 노출된 사람에게 어떤 검사를 할 수 있습니까?
   불화수소 노출에 의한 심장, 폐, 또는 다른 장기의 손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혈액 검

사, 소변 검사, 흉부 X선 촬영, 심전도 모니터링, 폐기능 검사 등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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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의 경우, 의사가 눈에 특수 염색약을 넣고 확대 장치로 검사 할 수 있습니다.

6. 불화수소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안전관리정보시스템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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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환자 후속지침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고, 다음 진료예약 확인 및 표기된 지침을 따르십시오.
24시간 이내에 특이증상 또는 징후가 발현되는 경우 응급실 또는 예약의사에게 전화문의 
바랍니다. 

※ 특히 아래의 증상인 경우 :
▶ 호흡 곤란, 짧아진 호흡 또는 천명음(호흡시 "쌕쌕” 거리는 소리)
▶ 쉰 목소리, 고음톤의 음성, 또는 말하기 어려움 
▶ 가슴 통증 또는 압박감
▶ 피부 변화, 진물, 또는 피부화상 부위의 통증증가
▶ 복통, 구토, 설사
▶ 노출된 눈 부위에서의 통증 및 분비물 증가

[  ] 위에 기술된 증상이 발현되지 않는다면 추후 진료예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 필요시 전화문의 약속,  예약 의사 :             전화번호 :                  
☞ 의사에게 전화문의 시 (            )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       ) 일 재진 예

약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십시오.

[  ] 추후 추적검사 및 진료를 위한 진료예약
  (          ) 응급실 / 클리닉, (    )월/(    )일,  AM/PM  (            )  

[  ] 1-2일은 격렬한 신체 활동을 하지마세요.
[  ] 운전 및 기계 작동을 포함한 일상적인 활동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  (   ) 일 동안은 업무에 복귀하지 마십시오.
[  ] 당신은 조건부로 업무에 복귀 가능합니다. 아래의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  ] 적어도 72시간 이상 담배연기에 노출되어서는 안됩니다; 담배연기가 폐의 상태를 악화

시킬 수 있음.
[  ] 적어도 24시간 이상 술을 마셔서는 안됩니다; 술이 위장 및 다른 손상 부위를 악화시

키거나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음.  
[  ] 다음과 같은 약물은 복용하지 마십시오 :                                   
[  ] 기존에 처방받은 다음의 약물들은 계속해서 복용 가능합니다. :               
인터넷 웹 사이트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 안전관리정보시스템”에서 화학 물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환자 서명 :                          날짜 :                  
              의사 서명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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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염 산

1)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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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급실 처치 매뉴얼

< 염산노출 환자의 치료 및 배치 원칙 > 
1. 대응 의료진들은 화학물질 방호 슈트(예 : Tyvek또는 Saranex 등) 또는 부틸 고무 재

질의 앞치마, 여러겹의 라텍스 장갑, 눈 보호 장비 등을 착용한다.
   (염산에 젖은 옷이나 환자의 피부에 접촉하면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 

2. 가능한 빨리 피부에 접촉된 염산을 제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염산은 피부를 통해 흡수되지 않지만 피부접촉이나 가스상태의 흡입으로 이차적인 손

상을 입을 수 있음)
   (소아의 경우 손을 입안으로 넣는 행동이 흔하므로 구강안 검사를 반드시 한다.)

3. 염산에 젖어 있거나 녹은 환자의 옷은 신속히 제거하고, 차가운 흐르는 물로 최소 5분 
이상 충분히 세척한다.

   (어린이나 노인의 경우 차가운 물로 오염물질 제거시 저체온증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히 
담요나 워머를 사용한다.)

4. 눈 부위 노출시, 적어도 15분 동안 생리 식염수로 씻어내야 한다.
   (콘택트 렌즈 등은 제거하고, 안검 견인기를 활용하여 눈 공간을 확보한다. 
  안통 및 안검 경련 발생시 증상완화를 위해 안과용 마취제 <예, 0.5% tetracaine 또는 

proparacaine> 등을 사용할 수 있다.) 

5. 충분히 오염제거가 된 후에는 기존의 A, B, C의 평가와 조치를 한다.
   혼수, 저혈압, 발작, 심장 부정맥 등의 증상은 기존의 방식으로 대응한다.

6. 심각한 수준으로 노출되었거나 증상이 있는 병력의 환자는 입원시킨다. 

7. 염산에 의한 흡입 손상 의심 환자들은 24시간동안 환자를 관찰하고, 적절한 검사들과 
흉부 검사들을 필요시 반복한다. 임상적으로 지침이 되면 외래 추적 경과 관찰을 한다. 

8. 피부나 눈에 직접 염산에 접촉한 병력이 있는 환자는 지연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응급
실에서 최소 4시간에서 6시간 이상 경과 관찰을 해야 한다. 

9. 노출 후에 최소 4시간에서 6시간 동안 무증상인 환자들은 증상 발현 시, 즉시 의료적 
처치를 구할 수 있게 해줄 지침서를 받고 퇴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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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산 노출환자 발생시 시행 할 Laboratory test >

CBC, blood glucose, electrolyte, LFT, cardiac marker, serum lactate and urinary 
analysis, chest radiography, and pulse oximetry ,CoHb, ABGA, ECG 모니터링을 시
행한다.

< 염산에 의한 전신 화상시 처치 > 

1. 폐, 심장, 신장, 간 기능을 모니터링 한다. 
==> 맥박 산소 측정기, ECG 모니터링, 흉부방사선 검사, LFT, RFT, CBC, 혈당, 혈청 전

해질 검사 등

2. 기타 처치는 일반 화상환자에 준하여 실시한다.

3. 염산은 해독제가 없다. 

<염산 노출환자 눈 처치>

1. 적어도 5분 이상 충분한 시간동안 생리 식염수로 irrigation 한다. 
  ==> 결막액 pH가 정상화(pH 7 전후)될 때 까지 irrigation 후, 시력검사 시행 및 각막손

상 여부를 확인하여 안과의사에게 진료의뢰를 한다.

< 가스형태 염산 호흡기 노출환자 처치 >

1. 염소가스를 대량으로 흡입한 경우 반복 흉부방사선 검사, 맥박 산소 측정 또는 동맥혈 
가스 검사, 폐기능 검사, 필요시 폐 CT 검사 등으로 모니터링 한다. 

2. 호흡곤란 등의 기관지 수축증상이 나타난 경우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한다.
==>ventolin sol 2.5~5mg(0.5~1cc) + N/S => 3~4cc nebulizer q20min(2~3회 반복)
 or 10~15mg(2~3cc) + N/S => 100cc nebulizer for 1hr

Cf. 심장질환자 및 고령의 환자는 Ipratropium(atrovent sol.)사용을 고려한다.

※ 이외의 처치는 일반 화상 환자와 같은 치료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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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산 소화기 노출환자(음독) 처치 >
1. 염산의 소화기계 노출(음독)시에는 구토제나 활성탄은 사용하지 않는다. 
⟹ 즉시 위속 염산을 희석하기 위해 물 또는 우유를 120~240ml를 경구로 투여한다. (소아

는 60~120ml)

2. 위 세척은 부식성 물질을 제거하고, 내시경 검사 준비를 위해 특정 상황에서 유용 할 수 
있다. 

⟹ 위 세척을 고려해야 할 경우 (1) 많은 용량을 섭취하였을 경우 (2) 환자의 상태가 30분 
이내에 평가된 경우 (3) 환자의 구강에 병변이 있거나 지속적인 식도 불편감을 호소할 
경우 (4) 섭취 후 1 시간 이내인 경우 

   (독성 구토물 또는 위 세정액은 밀폐 용기에 세척 튜브를 연결하여 격리되도록 해야 한
다)



- 54 -

3) 응급실 대응 리스트

1. 대응 의료진들은 화학물질 방호 슈트(예 : Tyvek또는 Saranex 등) 또는 부틸 고무 재
질의 앞치마, 여러겹의 라텍스 장갑, 눈 보호 장비 등을 착용한다.

   (염산에 젖은 옷이나 환자의 피부에 접촉하면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 

2. 가능한 빨리 피부에 접촉된 염산을 제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염산은 피부를 통해 흡수되지 않지만 피부접촉이나 가스상태의 흡입으로 이차적인 손

상을 입을 수 있음)
   (소아의 경우 손을 입안으로 넣는 행동이 흔하므로 구강안 검사를 반드시 한다.)

3. 염산에 젖어 있거나 녹은 환자의 옷은 신속히 제거하고, 차가운 흐르는 물로 최소 5분 
이상 충분히 세척한다.

   (어린이나 노인의 경우 차가운 물로 오염물질 제거시 저체온증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히 
담요나 워머를 사용한다.)

4. 눈 부위 노출시, 적어도 15분 동안 생리 식염수로 씻어내야 한다.
   (콘택트 렌즈 등은 제거하고, 안검 견인기를 활용하여 눈 공간을 확보한다. 
  안통 및 안검 경련 발생시 증상완화를 위해 안과용 마취제 <예, 0.5% tetracaine 또는 

proparacaine> 등을 사용할 수 있다.) 

5. 충분히 오염제거가 된 후에는 기존의 A, B, C의 평가와 조치를 한다.
   혼수, 저혈압, 발작, 심장 부정맥 등의 증상은 기존의 방식으로 대응한다.

6. 폐, 심장, 신장, 간 기능을 모니터링 한다. 
   (맥박 산소 측정기, ECG 모니터링, 흉부방사선 검사, LFT, RFT, CBC, 혈당, 혈청 전해

질 검사 등을 포함한다.)

7. 호흡기 증상이 없거나 경미하더라도 최소 6시간 모니터링 해야 한다.
   (경미한 증상이 있던 환자들도 1~2일 후에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 염소가스를 대량으로 흡입한 경우는 폐기능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24시간 이내 반응성

기도과민 증후군, 천식 등의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반복 흉부방사선 검사, 맥박 
산소 측정 또는 동맥혈 가스 검사, 폐기능 검사, 필요시 폐 CT 검사 등으로 모니터링 
한다.



- 55 -

8.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에게는 산소마스크 및 기관지 확장제를 적용한다.
⟹ 기관지 수축이 있는 경우 에어로졸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교감신경 자

극 기관지확장제를 사용하나 심장 감작제를 사용하는 것이 고령의 심장질환자의 경우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선택에 주의하여야 한다. 

⟹ 소아의 경우 천명이 들릴 경우 에피네프린 에어로졸을 처치한다.(2.5cc 물에 2.25% 라
세믹 에피네프린용액 0.25~0.75ml을 혼합하여 20분 간격으로 처치한다.)

9. 염산의 소화기계 노출시에는 구토제나 활성탄은 사용하지 않는다. 
⟹ 즉시 위속 염산을 희석하기 위해 물 또는 우유를 120~240ml를 경구로 투여한다. (소아

는 60~120ml)

10. 위 세척은 부식성 물질을 제거하고, 내시경 검사 준비를 위해 특정 상황에서 유용 할 
수 있다. 

⟹ 위 세척을 고려해야 할 경우 (1) 많은 용량을 섭취하였을 경우 (2) 환자의 상태가 30분 
이내에 평가된 경우 (3) 환자의 구강에 병변이 있거나 지속적인 식도 불편감을 호소할 
경우 (4) 섭취 후 1 시간 이내인 경우 

   (독성 구토물 또는 위 세정액은 밀폐 용기에 세척 튜브를 연결하여 격리되도록 해야 한
다)

11. 눈 부위 노출시 결막액 pH가 정상화(pH 7 전후)될 때 까지 시력검사 시행 및 각막손
상 여부를 확인 후 안과의사에게 진료의뢰를 한다.

12. 피부 노출시 일반 화상 환자에 준하여 처치를 실시한다.

〈 응급실 진료 후 배치 및 외래 추적 검사 〉

 환자의 입원, 퇴원 결정은 노출력, 문진,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연 반응
1. 염산에 노출이 의심된 모든 환자는 호흡기 증상이 없거나 경미하더라도 최소 24시간 동

안 환자를 관찰한다.
   (저농도 염산의 호흡기 노출시 24시간 가량 지연되어 폐부종 또는 상부기도 부종 등이 

발생할 수 있다)

환자 퇴원
1. 6시간 이상 증상 발현 여부 관찰 후, 증상이 없으면 연락처를 남기고 증상 발현 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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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한 안내 지침서를 받고 퇴원할 수 있다. 
  
외래 추적 검사 
1. 노출이 의심되어 진료를 받은 모든 환자들은 반드시 24시간 후 다시 진료하도록 하고, 
   자각증상에 관해 문진 및 혈액, 소변검사, 흉부방사선 추적검사 등을 시행한다. 

2. 염산 노출 후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증상을 경험한 후, 치료받았던 환자들 가운데 증상
이 재발하거나 계속 진행될 경우, 즉시 치료를 받아야 한다. 

3. 24시간 지연되어서 발현되는 증상이 있다면 필요에 따라 추가적 검사와 추적 흉부방선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대부분의 화학물질 노출에 따른 지연 증상은 48시간 이내에 발
   현된다. 48시간 경과 이후에도 추가적인 발현 증상이 없다면, 이후부터는 대증적 치료를 
   시행한다.

4. 흡연은 폐 손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 염산 노출 후 72시간 동안은 금연해야 한다.

보고
1. 작업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 시 보고할 파일을 만들어 관할 보건소에 연락하여야 한다.

   (응급실에 내원하지 않았을 지라도 다른 환자가 현장에 있을 수 있으며 사고가 작업장
에서 발생 했다며 추후 회사 관계자와 토의함으로써 추후 발생 가능한 사고를 예방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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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물질 정보시트
※ 이 유인물은 염화수소 가스 또는 염산 용액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 및 후속조

치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염화수소란 무엇입니까?
   염화수소는 예리하고, 자극적인 냄새가 나는 무색 또는 약간의 노란색을 띄는 가스이며, 

공기와 접촉하면 밀도 높은 백색 증기를 형성합니다. 염화수소는 물에 용해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염산이 됩니다. 염화수소와 염산 모두 부식성을 가지고 있으며 접촉시 화
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염화수소는 가연성은 아닙니다.

 
2. 염화수소 노출에 의해 즉시 발생될 수 있는 건강상의 영향은 무엇입니까?
   염화수소 가스는 폐를 자극하여 기침 호흡곤란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고농도의 가스

나 증기를 흡입하게 되면 폐에 축적이 되고 사망에 이르게 까지 합니다. 염산은 부식성
이 있기 때문에 눈에 뿌려졌을 경우 손상을 초래하여 심하면 실명까지 이를 수 있습니
다. 피부 접촉은 심한 화상을 초래할 수 있고, 고농도의 염산을 삼켰을 경우에는 입, 목, 
식도 및 위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염산 노출의 정도가 심
할 수 록 증상 또한 심해집니다. 

3. 염화수소 노출에 의한 증상은 치료 될 수 있습니까?
   염화수소의 독성에 대한 해독제는 없으나 일반적인 염화수소에 의한 손상은 치료될 수 

있으며 대부분의 노출환자들은 잘 회복이 됩니다. 하지만 심한 노출 환자는 입원하여 집
중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4. 향후 장기간 건강상의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소규모 단일 노출에 의해 발생한 증상이 빠르게 회복된 사람들은 증상이 지연되어 재발

하거나 장기간 인체영향을 일으킬 가능성은 없습니다. 반면 비교적 심한 노출인 경우에
는 영구적인 폐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염산을 삼켰다면 소화기계의 연하작용에 
영구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5. 염화수소에 노출된 사람에게 어떤 검사를 할 수 있습니까?
   혈액 및 소변 내 염화수소의 잔류량을 확인하는 검사는 의학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

다. 심각한 노출환자의 경우 혈액, 소변 및 기타 검사들을 통해 폐나 위장관 손상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경우에 검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6. 염화수소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안전관리정보시스템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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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환자 후속지침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고, 다음 진료예약 확인 및 표기된 지침을 따르십시오.
24시간 이내에 특이증상 또는 징후가 발현되는 경우 응급실 또는 예약의사에게 전화문의 
바랍니다. 

※ 특히 아래의 증상인 경우 :
▶ 기침 또는 천명음(호흡시 "쌕쌕” 거리는 소리)
▶ 호흡곤란, 숨참 또는 가슴통증
▶ 복통 또는 구토
▶ 노출된 눈 부위에서의 통증 및 분비물 증가
▶ 노출된 피부 부위에서의 발적, 통증 및 고름 양상의 분비물 증가

[  ] 위에 기술된 증상이 발현되지 않는다면 추후 진료예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 필요시 전화문의 약속,  예약 의사 :             전화번호 :                  
☞ 의사에게 전화문의 시 (            )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       ) 일 재진 예

약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십시오.

[  ] 추후 추적검사 및 진료를 위한 진료예약
  (          ) 응급실 / 클리닉, (    )월/(    )일,  AM/PM  (            )  

[  ] 1-2일은 격렬한 신체 활동을 하지마세요.
[  ] 운전 및 기계 작동을 포함한 일상적인 활동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  (   ) 일 동안은 업무에 복귀하지 마십시오.
[  ] 당신은 조건부로 업무에 복귀 가능합니다. 아래의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  ] 적어도 72시간 이상 담배연기에 노출되어서는 안됩니다; 담배연기가 폐의 상태를 악화

시킬 수 있음.
[  ] 적어도 24시간 이상 술을 마셔서는 안됩니다; 술이 위장 및 다른 손상 부위를 악화시

키거나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음.  
[  ] 다음과 같은 약물은 복용하지 마십시오 :                                   
[  ] 기존에 처방받은 다음의 약물들은 계속해서 복용 가능합니다. :               
인터넷 웹 사이트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안전관리정보시스템”에서 화학 물질에 대한 자
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환자 서명 :                          날짜 :                  
              의사 서명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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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황화수소

1)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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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급실 처치 매뉴얼

< 황화수소 중독 환자의 치료 및 배치 원칙 >

1. 황화수소는 노출 위험도가 낮으므로 낮은 레벨의 PPE (Level B - D)를 사용할 수 있
다. (예 : Tyvek또는 Saranex 등) 또는 부틸(butyl) 고무 재질의 앞치마, 여러겹의 라텍
스 장갑, 눈 보호 장비 등을 착용한다.

2. 제염 여부에 상관없이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저혈압 이거나 경련이나 심장 부정맥을 보
인다면 기존 전문 생명 소생술(Advanced Life support, ALS)프로토콜에 따라 
ABC(Airway, Breathing, Circulation)순서로 위험 소견에 우선순위를 두고 진료를 진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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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심각한 수준으로 노출되었거나 증상이 있는 병력의 환자는 입원시킨다. 시안화물 해독제 
키트에서 정맥주사 투여를 받은 환자들은 중환자실로 입원해야 한다. 

5. 황화수소에 의한 흡입 손상 의심 환자 들은 24시간동안 환자를 관찰하고 적절한 검사들
과 흉부 검사들을 필요시 반복한다. 임상적으로 지침이 되면 외래 추적 경과 관찰을 한
다. 

6. 피부나 눈에 직접 황화수소에 접촉한 병력이 있는 환자는 지연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응급실에서 최소 4~6시간 이상 경과 관찰을 해야 한다. 

7. 노출 후에 최소 4~6시간 동안 무증상인 환자들은 증상 발현 시 즉시 의료적 처치를 구
할 수 있게 해 줄 지침서를 받아 가지고 퇴원한다.  

< 황화수소 중독 시 해독제 키트 사용 방법 >

1. 아질산아밀 캡슐을 깨뜨려 거즈 패드에 적시어 코 밑과 앰부 밸브 입구위에 놓거나 안
면 마스크의 입술 아래에 놓는다. 매 분마다 30초 동안 흡입하며 아질산나트륨 투여가 
지연 된다면 매 3분마다 새로운 캡슐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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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화수소 중독 시 시행 할Laboratory test >

CBC, blood glucose, electrolyte, LFT, cardiac marker, serum lactate and urinary 
analysis, chest radiography, and pulse oximetry ,CoHb, ABGA, ECG 모니터링을 시
행한다. Cyanide Kit 사용시 Methemoglobin level을 측정한다. 

< 황화수소에 의한 화상 시 처치 > 

1. 우선 환자 제염이 확인되면 환자를 중환자 처치 구역으로 옮겨 온열 화상에 준해 치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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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모든 노출 환자들을 대상으로 systemic toxicity 측정을 위하여 CBC, blood glucose, 
electrolyte, LFT, cardiac marker, serum lactate and urinary analysis, chest 
radiography, and pulse oximetry ,CoHb, ABGA, ECG 모니터링을 시행한다. 
Cyanide Kit 사용시 Methemoglobin level을 측정한다. 

 < 황화수소에 의한 동상 시 처치 >
  
1. 우선 환자 제염이 확인되면 환자를 중환자 처치 구역으로 옮겨 동상에 준해 치료한다. 

섭씨 40~42℃(화씨 102~108℃) 사이의 온도의 수조에 20~30분가량 손상부위를 두어 재
가온 치료를 하며 동상 부위의 혈액 순환이 돌아 올 때까지 계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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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모든 노출 환자들을 대상으로 systemic toxicity 측정을 위하여 CBC, blood glucose, 
electrolyte, LFT, cardiac marker, serum lactate and urinary analysis, chest 
radiography, and pulse oximetry ,CoHb, ABGA, ECG 모니터링을 시행한다. 
Cyanide Kit 사용시 Methemoglobin level을 측정한다.



- 62 -

< 황화수소에 눈이 노출된 환자의  처치>

1. 제염 단계에서 눈 부위 노출 확인 시, 적어도 5분 동안 생리 식염수로 씻어내야 한다. 
단, 눈에 동상이 있을 시 세척은 금기이다.

   (단, 황화수소와 반응을 일으켜 손상을 줄 수 있는 다음의 약물들은 같이 투여함을 피한다.
 
   예) strong oxidizers, strong nitric acid, and metals. 

2. 중환 처치 구역으로 옮긴 후에는 적어도 5분 동안 생리 식염수로 세척해야 한다. 시력
(Visual acuity)를 테스트한다. 각막 손상 가능성을 고려하여 눈을 검사하고 적절히 치
료한다. 각막 손상이 있는 경우는 즉각 안과 협진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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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모든 노출 환자들을 대상으로 systemic toxicity 측정을 위하여 CBC, blood glucose, 
electrolyte, LFT, cardiac marker, serum lactate and urinary analysis, chest 
radiography, and pulse oximetry ,CoHb, ABGA, ECG 모니터링을 시행한다. 
Cyanide Kit 사용시 Methemoglobin level을 측정한다.  

5. 노출된 후 전신 독성 발현이 있는지 4~6시간 동안 증상과 징후를 지켜본다. 

< 가스형태 황화수소 호흡기 노출환자 처치 >

1. 호흡기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에게는 마스크로 추가적인 산소를 투여한다. 기관지 연축
이 있는 환자들은 연무화된 기관지 확장제로 치료한다. 다수의 화학 물질에 노출된 상황
에서 기관지 증감제를 사용하는 것은 부가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어떤 종류의 기관
지 확장제를 투여할지 선택하기 전에 우선 심근의 건강상태를 고려해야한다. 

2. 심장 증감제는 적절히 쓸 수 있지만 특정 화학 물질에 노출된 후에 심장 증감제의 사용
은 특히 노인환자에게 심부정맥 발생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투여를 신중히 고
려한다. 

3. 천명음이 들리는 소아 환자에게는 racemic epinephrine 연무제를 사용한다. 2.5cc 생
리 식염수에 2.25% racemic epinephrine 용액 0.25~0.75ml를 혼합하여 심근 다양성
에 주의하며 필요에 따라 매 20분마다 반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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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든 노출 환자들을 대상으로 systemic toxicity 측정을 위하여 CBC, blood glucose, 
electrolyte, LFT, cardiac marker, serum lactate and urinary analysis, chest 
radiography, and pulse oximetry ,CoHb, ABGA, ECG 모니터링을 시행한다. 
Cyanide Kit 사용시 Methemoglobin level을 측정한다.  

5. 24시간동안 환자를 관찰하고 적절한 검사들과 흉부 검사들을 필요시 반복한다. 임상적
으로 지침이 되면 외래 추적 경과 관찰을 한다.  

6. 노출 후에 최소 4~6시간 동안 무증상인 환자들은 증상 발현 시 즉시 의료적 처치를 구
할 수 있게 해줄 지침서를 받아 가지고 퇴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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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급실 대응 리스트

〈 제염 구역 〉

1. 내원 전 제염 처치를 받았거나 황화수소에 노출이 되었으나 피부, 눈 자극 증상이 없는 
환자는 즉시 중환자 처치 구역으로 옮긴다.

   (제염자의 보호장구 사용이 어린이 환자들에게는 공포심을 유발하여 추가 처치에 대한 
순응도를 낮출 수 있음을 주의한다. )

2. 황화수소는 노출 위험도가 낮으므로 낮은 레벨의 PPE (Level B - D)를 사용할 수 있
다. (예 : Tyvek또는 Saranex 등) 또는 부틸(butyl) 고무 재질의 앞치마, 여러겹의 라텍
스 장갑, 눈 보호 장비 등을 착용한다.

   (단, 황화수소를 함유한 용액에 많이 적셔진 옷을 입은 환자를 다룰 경우는 접촉이나 호
흡에 의해 2차 오염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3. 환자가 병원 내원 전 단계에서 단순히 황화수소 기체에 노출되었고 제염 처치를 받았으
며 피부나 눈의 자극 증상이 없다면 전문 생명 소생술(Advanced Life support, ALS)
프로토콜에 따라 ABC(Airway, Breathing, Circulation)순서로 진료를 진행한다. 소아는 
성인에 비해 기도의 직경이 더 작기 때문에 부식성 재제에 더 취약할 수 있다. 환자의 
호흡에 장애가 생겼을 때에는 기관 삽관을 하여 기도와 호흡을 확보해야 한다. 이 과정
이 불가능하면 외과적 방법으로 기도를 확보해야 한다.

4. 기관지 연축이 있는 환자들에게는 연무화된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한다. 다수의 화학 물
질에 노출된 상황에서 기관지 증감제를 사용하는 것은 부가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어떤 종류의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할지 선택하기 전에 우선 심근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야한다. 심장 증감제는 적절히 쓸 수 있지만 특정 화학 물질에 노출된 후에 심장 증감제
의 사용은 특히 노인환자에게 심부정맥 발생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황화수소 중독
이 기관지나 심장 증감제의 사용동안에 부가적인 위험을 유발하는지 여부는 알려져 있
지 않다. 

5. 천명음이 들리는 소아 환자에게는 racemic epinephrine 연무제 사용을 고려해야 한다. 
2.5cc 생리 식염수에 2.25% racemic epinephrine 용액 0.25~0.75ml를 혼합하여 심근 
다양성에 주의하며 필요에 따라 매 20분마다 연무제 사용을 반복한다. 

6. 혼수상태, 저혈압, 경련 발작, 심실 빈맥이 있는 환자는 기존의 방식대로 치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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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아질산염 치료(시안화물 해독제 킷에서 쓰이는)는 황화수소 노출에 대한 치료로 제시되
어왔다. 아질산아밀 캡슐을 깨뜨려 거즈 패드에 적시어 코 밑과 앰부 밸브 입구위에 놓
거나 안면 마스크의 입술 아래에 놓는다. 정맥로가 확보될 때까지 매 분마다 30초 동안 
흡입하며 아질산나트륨 투여가 지연된다면 매 3분마다 새로운 캡슐을 사용한다. 

8. 이와 같은 치료는 황화메트헤모글로빈을 형성하여 조직에 있는 황화수소에서 황화물을 
제거함으로서 회복을 도울 수 있다. 시안화물 해독제 킷의 구성 요소 중 티오황산염나트
륨까지는 사용할 필요가 없다. 아질산염치료의 해독제로서의 효용성은 논란이 많지만 현
재 황화수소에 즉시 노출된 후에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추천되고 있다. 황화수소 노출 
후 수 분이 지난 후 아질산염치료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황화수소 
노출후에 아질산염 치료가 효과적이었다는 군과 대증적인 치료만으로 후휴증 없이 생존
한 군이 있었다는 일례의 증거만이 있다. 적절한 환기와 산소화 확립에 방해가 되는 경
우에 아질산염치료는 시행하지 않도록 한다.       

〈 기본 제염 〉 

1. 만약 제염 처치를 받지 않았다면 응급실 입실 전 제염 구역에서 먼저 제염을 시행한다. 
거동할 수 있는 환자는 본인의 제염을 돕도록 한다. 오염된 옷과 개인 소지품들을 몸에
서 제거하고 두 봉투에 따로 나누어 담는다. 

2. 동상을 입은  피부와 눈은 주의하며 처치한다. 동상 입은 피부는 섭씨 42도(화씨 108도)
가량 되는 따뜻한 물에 놓아둔다. 혈액순환이 스스로 자연히 돌아오도록 한다. 덥혀지는 
동안에 환자가 동상 입은 부위를 운동하도록 격려한다. 

3. 황화수소에 노출된 환자의 피부와 머리카락을 5분가량 담수로 씻어내며 가능하면 샤워
기로 씻기는 것을 권장한다. 

4. 소아 환자나 노인 환자의 제염시에는 저체온증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제염을 시행
해야 한다. 가능하면 워머나 담요를 사용한다. 

5. 동상을 입은 눈은 세척하지 않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최소한 5분 이상 세척해야 한다. 
눈에 외상을 주지 않고 손쉽게 제거할 수 있으면 콘택트 렌즈는 제거 하도록 한다. 안구 
마취는 안검 연축을 완화시키기 위해 사용될 수 있고 안검 당김기계가 눈꺼풀 아래 부
위의 적절한 세척을 위해 필요할 수도 있다. 환자를 중환 처치 구역으로 이동시키는 동
안 세척을 계속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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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환 구역 처치 단계 〉

1. 환자에게 제염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확인 한다.
   (그렇지 않다면 제염 구역의 단계대로 진행한다)

(ABC 상기목록)
1. 충분히 오염제거가 되었음을 확인한 후에는 기존의 A,B,C의 평가와 조치를 한다. 소아

는 성인에 비해 기도의 직경이 더 작기 때문에 부식성 재제에 더 취약 할 수 있다. 환자
의 호흡에 장애가 생겼을 때에는 기관 삽관을 하여 기도와 호흡을 확보해야 한다. 이 과
정이 불가능하면 외과적 방법으로 기도를 확보해야 한다. 중증으로 판단되는 환자 중 이
전 단계에서 정맥로 확보가 안되었던 환자에게는 정맥로를 확보한다. 지속적으로 심장 
기능 모니터링을 한다. 혼수, 쇼크, 저혈압, 발작, 심장 부정맥 등의 증상은 기존의 ALS 
프로토콜대로 대응한다.

(흡입 노출이 된 경우)
1. 호흡기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에게는 마스크로 추가적인 산소를 투여한다. 기관지 연축

이 있는 환자들은 연무화된 기관지 확장제로 치료한다. 다수의 화학 물질에 노출된 상황
에서 기관지 증감제를 사용하는 것은 부가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어떤 종류의 기
관지 확장제를 투여할 지 선택하기 전에 우선 심근의 건강상태를 고려해야한다. 

2. 심장 증감제는 적절히 쓸 수 있지만 특정 화학 물질에 노출된 후에 심장 증감제의 사용
은 특히 노인환자에게 심부정맥 발생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황화수소 중독이 기관
지나 심장 증감제의 사용동안에 부가적인 위험을 유발하는지 여부는 알려져 있지 않다. 

3. 천명음이 들리는 소아 환자에게는 racemic epinephrine 연무제의 사용을 고려해야 한
다. 2.5cc 생리 식염수에 2.25% racemic epinephrine 용액 0.25~0.75ml를 혼합하여 
심근 다양성에 주의하며 필요에 따라 매 20분마다 반복한다. 

4. 24시간동안 환자를 관찰하고 적절한 검사들과 흉부 검사들을 필요시 반복한다. 임상적
으로 지침이 되면 외래 추적 경과 관찰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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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노출)
1. 만약 농축된 황화수소가 피부에 접촉했다면 화학 화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열탕 화상에 준하여 치료한다. 만약 액화된 압축가스가 방출되어 피부에 닿으면 동상이 
생길 수 있다. 환자가 동상을 입었다면 섭씨 40~42℃(화씨 102~108℃) 사이의 온도의 
수조에 20~30분가량 손상부위를 두어 재 가온 치료를 하며 동상 부위의 혈액 순환이 돌
아 올 때까지 계속한다.   

(눈 노출) 
1. 최소 5분이상 안구 세척을 시행한다. 단, 동상을 입은 눈은 세척하지 않는다. 시야를 테

스트 한다. 각막손상은 없는지 안구를 조사하고 적절히 치료 한다.심각한 각막손상이 있
는 환자들은 안과 전문의에게 즉시 협진을 의뢰한다.

(해독제와 다른 치료법)
1. 아질산염 치료(시안화물 해독제 킷에서 쓰이는)는 황화수소 노출에 대한 치료로 제시되

어왔다. 아질산아밀 캡슐을 깨뜨려 거즈 패드에 적시어 코 밑과 앰부 밸브 입구위에 놓
거나 안면 마스크의 입술 아래에 놓는다. 정맥로가 확보 될 때까지 매 분마다 30초 동
안 흡입하며 아질산나트륨 투여가 지연 된다면 매 3분마다 새로운 캡슐을 사용한다. 

2. 이와 같은 치료는 황화메트헤모글로빈을 형성하여 조직에 있는 황화수소에서 황화물을 
제거함으로서 회복을 도울 수 있다. 

3. 시안화물 해독제 킷의 구성 요소 중 티오황산염나트륨까지는 사용할 필요가 없다. 아질
산염치료의 해독제로서의 효용성은 논란이 많지만 현재 황화수소에 즉시 노출된 후에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추천되고 있다. 황화수소 노출 후 수 분이 지난 후 아질산염치료
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황화수소 노출 후에 아질산염 치료가 효과
적이었다는 군과 대증적인 치료만으로 후휴증 없이 생존한 군이 있었다는 일례의 증거
만이 있다. 적절한 환기와 산소화 확립에 방해가 되는 경우에 아질산염치료는 시행하지 
않도록 한다. 

4. 고압 산소 치료는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일례로서의 증거에만 근거하고 있다. 이 치료는 
다른 치료법들이 실패한 지속적인 혼수 환자들에서 유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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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ratory Test)

1. 모든 증상이 있는 노출 환자들에 대한 통상 검사에는 CBC, blood glucose, 
electrolyte, LFT, cardiac marker, serum lactate, urinary analysis and chest 
radiography, and pulse oximetry ,CoHb, ABGA, ECG 모니터링을 시행한다. 
Cyanide Kit 사용시 Methemoglobin level을 측정한다. 

〈 응급실 진료 후 환자 배치와 추적 검사 〉

(지연 효과)
1. 의식이 없거나 저혈압인 환자들은 post-hypoxic encephalopathy와 같은 합병증들의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깊게 관찰해야 한다. 폐부종도 지연성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흡
입기전으로 심각하게 노출된 환자들은 24시간 동안 관찰되어야 한다. 만약 폐부종이 의
심되면, 환자는 ICU로 입원하여야 한다. 

(환자 퇴원)
1. 폐부종이나 중추신경계 또는 호흡 장애의 증거가 없고 안구 자극 징후가 없는 환자들은 

4~6시간 동안 경과 관찰 후 특이 증상이 없으면 연락처를 남기고 증상 발현 시를 대비
한 안내 지침서를 받아가지고 퇴원 할 수 있다. 

   (황화수소 노출 환자 정보시트 참조)

(추적 검사)
1. 환자의 일차 진료의 에게 환자의 응급실 방문 기록에 관한 정보를 보낼 수 있도록 일차 

진료의의 이름을 확보한다. 심각한 노출의 생존자들을 대상으로는 뇌와 심장에 발생 가
능한 허혈성 손상에 대한 검사를 해야 한다. 각막 손상이 있었던 환자는 24시간 이내에 
재진료를 받아야 한다.

(보고)
작업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시 보고할 파일을 만들어 관할 보건소에 연락하여야 한다. 
(응급실에 내원하지 않았을 지라도 다른 환자가 현장에 있을 수 있으며 사고가 작업장에서 
발생 했다며 추후 회사 관계자와 토의함으로써 추후 발생 가능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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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물질 정보시트

※ 이 유인물은 황화수소 가스 또는 황화수소 용액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 및 후
속조치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1. 황화수소란 무엇입니까?
   황화수소는 극도로 빠르게 작용하며, 고독성이며 썩은 계란 냄새가 나는 무색의 기체 

입니다. 유기 물질이 부패하면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하수구 쓰레기, 액체화된 거름, 
유황 온천, 천연 가스에서 방출됩니다. 황화수소는 일부 산업에서 사용되며 석유 정제, 
채굴, 레이온 제조와 같은 많은 산업 작업 과정의 부산물로 발생합니다.      

2. 황화수소 노출에 의해 즉시 발생될 수 있는 건강상의 영향은 무엇입니까?
   소량에서도 황화수소는 강한 썩은 계란 냄새를 냅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노출 되거나 

높은 농도에서는 중독이 피해자의 후각을 소실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썩은 계
란 냄새를 더 이상 알아챌 수 없더라도 이것이 노출이 멈췄음을 반드시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각한 노출 후에는 보통 증상이 즉시 나타납니다. 낮은 레벨의 노출 시에는 황화수소
는 눈, 코, 목의 자극 증상을 유발하며, 중증도 레벨의 노출 시에는 기침과 호흡 곤란 
뿐만 아니라 두통, 어지러움, 오심과 구토를 유발 할 수 있습니다. 높은 수준의 노출 시
에는 쇼크, 경련, 혼수, 사망에까지도 이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심각하게 노출 될수
록 증상도 심합니다. 

3. 황화수소 노출에 의한 증상은 치료 될 수 있습니까?
   황화물 중독에 대해서 검증된 해독제는 없으나 황화수소의 효과는 치료될 수 있고 일부 

노출 환자들은 건강을 회복하였습니다. 현재 권장되는 치료는 산소 흡입과 필요시 아질
산염 흡입 및 아질산나트륨 정주입니다. 심각하게 노출된 환자들은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4. 향후 장기간 건강상의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소규모 단일 노출에 의해 발생한 증상이 빠르게 회복된 사람들은 증상이 지연되어 재발

하거나 장기간 인체영향을 일으킬 가능성이 낮습니다. 반면 중증도 노출은 잔여 손상이 
올 수 있고 심한 노출인 경우에는 혼수와 심장, 뇌에 손상을 줄 수 있는 경련 발작이 올 
수 있습니다. 

5. 황화수소에 노출된 사람에게 어떤 검사를 할 수 있습니까?
   혈액이나 소변에서 황화물을 검출하는 검사는 일반적으로 의사에게 유용하진 않습니다. 

만약 심각한 정도의 노출이 발생 했다면 혈액, 소변, 다른 검사들이 뇌, 신경, 심장, 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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팥이 손상되었는지를 밝혀 줄 수 있습니다. 만약 황화수소를 흡입 했다면 폐의 손상 여
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혈액 검사와 흉부 X-ray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경우
에 검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6. 황화수소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가?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안전관리정보시스템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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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환자 후속지침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고, 다음 진료예약 확인 및 표기된 지침을 따르십시오.
24시간 이내에 특이증상 또는 징후가 발현되는 경우 응급실 또는 예약의사에게 전화문의 
바랍니다. 

※ 특히 아래의 증상인 경우 :
▶ 호흡 곤란, 짧아진 호흡 또는 천명음(호흡시 "쌕쌕” 거리는 소리)
▶ 쉰 목소리, 고음톤의 음성, 또는 말하기 어려움 
▶ 가슴 통증 또는 압박감
▶ 피부 변화, 진물, 또는 피부화상 부위의 통증증가
▶ 복통, 구토, 설사
▶ 노출된 눈 부위에서의 통증 및 분비물 증가

[  ] 위에 기술된 증상이 발현되지 않는다면 추후 진료예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 필요시 전화문의 약속,  예약 의사 :             전화번호 :                  
☞ 의사에게 전화문의 시 (            )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       ) 일 재진 예

약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십시오.

[  ] 추후 추적검사 및 진료를 위한 진료예약
  (          ) 응급실 / 클리닉, (    )월/(    )일,  AM/PM  (            )  

[  ] 1-2일은 격렬한 신체 활동을 하지마세요.
[  ] 운전 및 기계 작동을 포함한 일상적인 활동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  (   ) 일 동안은 업무에 복귀하지 마십시오.
[  ] 당신은 조건부로 업무에 복귀 가능합니다. 아래의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  ] 적어도 72시간 이상 담배연기에 노출되어서는 안됩니다; 담배연기가 폐의 상태를 악화

시킬 수 있음.
[  ] 적어도 24시간 이상 술을 마셔서는 안됩니다; 술이 위장 및 다른 손상 부위를 악화시

키거나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음.  
[  ] 다음과 같은 약물은 복용하지 마십시오 :                                   
[  ] 기존에 처방받은 다음의 약물들은 계속해서 복용 가능합니다. :               
인터넷 웹 사이트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 안전관리정보시스템”에서 화학 물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환자 서명 :                          날짜 :                  
              의사 서명 :                          날짜 :                   



- 72 -

  7.  암모니아

1)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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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급실 처치 매뉴얼

<암모니아 중독 환자 일반 처치>

1. CBC, glucose, electrolyte, serum lactate and urinary analysis, cardiac marker
를 포함한 혈액검사를 시행

※ 암모니아 노출에 대한 구체적인 생물학적 노출검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2. 심장, 신장, 간 기능을 모니터링 한다. 
⇒ ECG 모니터링, RFT, LFT 등

3.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 흉부 방사선 검사와 맥박 산소포화도 또는 동맥혈 가스검사를 시행

4. 혼수, 저혈압, 경련, 부정맥 등의 증상은 기존의 방식으로 치료한다. 
⇒ 중증 환자에서는 우선 정맥로를 확보하고 심장리듬 모니터를 시행한다. 

5. 암모니아는 해독제가 없다. 

< 가스형태 암모니아 호흡기 노출환자 처치 >

1.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는 마스크로 산소를 투여한다. 
⟹ 기관지 연축을 보이는 경우 분무형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한다. 
⟹ 협착음(stridor)을 보이는 소아는 에피네프린 분무를 고려한다. 
⟹ 2.25% 에피네프린 0.25~0.75ml를 2.5cc 물에 희석한 용액으로 시행한다.  
⟹ 심근활동 변화에 주의하면서 필요시 20분마다 반복한다. 

※ 상부 기도폐쇄 징후가 있는 환자는 6~12시간 동안 관찰해야 하고, 암모니아에 심하게 
노출된 환자의 경우 폐부종이 발생할 수 있다.

※ 기관지 확장제의 종류를 선택하기 전에 심근의 상태를 고려한다. 

2. 폐 손상은 18~24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 암모니아에 흡입 노출되어 초기에 증상이 있는 환자는 주의깊게 관찰하고, 주기적으로 

재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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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모니아 소화기 노출환자(음독) 처치 >

1. 암모니아를 섭취했을 경우에는 구토제나 활성탄은 사용하지 않는다.  
⟹ 환자가 의식이 있고 삼킬 수 있다면, 물이나 우유 120~240ml를 투여하여 위 내용물을 

희석시켜야 한다.
⟹ 토하게 하는 것은 식도와 입에 부식성 물질을 다시 노출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구토를 유

도하는 것은 금지한다. 
⟹ 위세척이나 중화도 시행하지 않는다. 
   위장관계의 손상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내시경 검사를 고려하고, 심각한 인후 부종이 있

을 경우 기관내 삽관 또는 윤상갑상막절개술(Cricothyroidotomy)가 필요할 수 있다

※ 식도의 scarring에 효과가 있는 코티코스테로이드가 일부 독성학자들에 의해 추천되지
만, 이 치료는 식도 천공이나 심각한 감염이 있는 환자들에게 유해할 수 있고, 아직 입
증된 방법이 아니다. 

※ 혈액 투석은 효과가 없다.

< 암모니아 피부 노출환자 처치 >

1. 암모니아 가스 또는 용액이 피부에 접촉했을 경우 화학적 화상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치료는 일반 열화상에 준해 치료한다.

 ⟹ 경증 피부 화상환자는 증상 완화를 목적으로 24시간 이내에 재검사 한다.

<암모니아 눈 노출환자 처치>

1. NS로 15분 이상의 충분한 시간으로 irrigation
 ⟹ 암모니아가 눈에 들어갔을 경우 최소 15분 이상, 또는 결막액의 pH가 정상으로 돌아

올 때 까지 irrigation을 시행한다. 
 ⟹ 시력(Visual acuity) 테스트 후 각막 손상이 있는 경우는 즉시 안과 협진 시행
 ⟹ 눈에 암모니아가 급성으로 노출되면 상당한 시력의 감퇴와 함께 지속적인 안압의 상

승, 백내장, 녹내장이 발생할 수 있다.
 ⟹ 눈 손상 환자는 증상 완화를 목적으로 24시간 이내에 재검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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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급실 대응 리스트

1. 암모니아 용액은 화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환자의 옷 또는 피부가 암모니아 용액
에 노출된 경우 응급실 직원은 화학적 방어가 가능한 방호수트(예를 들어 Tyvek 또는 
saranex) 또는 부틸 고무 앞치마, 라텍스 장갑, 보안경을 착용해야 한다.

※ 환자의 오염이 다 제거된 상태에서는 응급실 인력에게 특별한 보호복 또는 장비가 필요
하지 않다.

2. 암모니아에 오염된 환자의 옷이나 개인 소지품은 신속히 제거하고, 차가운 흐르는 물과 
비누로 노출된 피부와 체모 부위를 최소 5분 이상 충분히 세척한다.

   (샤워 기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어린이나 노인의 경우 차가운 물로 오염물질 제거시 
저체온증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히 담요나 워머를 사용한다.)

   (어린이들은 체중대비 몸의 표면적이 크기 때문에 피부를 통해 흡수되는 독성물질이 많
고, 성인에 비해 기도가 좁기 때문에 부식성 물질에 취약하다.) 

※ 어린이들은 손을 입에 갖다 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응급실에서는 어린이들의 입을 검
사해야 한다.

3. 암모니아가 눈에 들어가거나 염증반응이 발생한 경우 물이나 생리식염수로 15분 이상 
충분히 세척한다.

⇒ 콘택트렌즈는 눈의 추가 손상 없이 쉽게 제거 가능할 경우 제거한다. 시력을 측정하고 
각막 손상에 대해 검사를 시행하고 적절히 치료한다. 

⇒ 심각한 각막손상을 보이는 환자는 즉시 안과의사에게 협진을 의뢰한다.
⇒ 각막 손상이 확인된 환자는 24시간 이내에 재검사를 시행한다.  
   (안검 경련의 증상 완화를 위해 0.5% tetracaine과 같은 안과용 마취제를 사용 할 수 

있고, 눈꺼풀 아래의 적절한 세척을 위해 안검 견인기를 사용할 수 있다.) 

4. 적절한 오염제거가 된 후에는 ABC에 따라 평가와 조치를 한다. 
⟹ 기도를 확보하고 호흡, 순환상태를 평가한다. 
⟹ 중증 환자에서는 우선 정맥로를 확보하고 심장리듬 모니터를 시행한다. 
⟹ 암모니아는 해독제가 없다. 
   (소아는 기도의 직경이 성인에 비해 더 작기 때문에 부식성 물질에 더 취약할 수 있다.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기관 삽관을 통해 기도를 확보하고 호흡을 보조해야 한다. 기관 
삽관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수술적인 기도확보를 시행해야한다.)

5. 혼수, 저혈압, 경련, 심실성 부정맥을 보이는 환자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치료해야한다. 
⇒ 중증 환자에서는 우선 정맥로를 확보하고 심장리듬 모니터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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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는 마스크로 산소를 투여한다. 
⟹ 기관지 연축을 보이는 경우 분무형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한다. 
⟹ 협착음(stridor)을 보이는 소아는 에피네프린 분무를 고려한다. 
⟹ 2.25% 에피네프린 0.25~0.75ml를 2.5cc 물에 희석한 용액으로 시행한다.  
⟹ 심근활동 변화에 주의하면서 필요시 20분마다 반복한다. 

※ 상부 기도폐쇄 징후가 있는 환자는 6~12시간 동안 관찰해야 하고, 암모니아에 심하게 
노출된 환자의 경우 폐부종이 발생할 수 있다.

※ 기관지 확장제의 종류를 선택하기 전에 심근의 상태를 고려한다. 
   심장 감작제가 적합한 경우도 있지만 특정 화학물질에 노출된 후 심장 감작제를 사용하

는 것은 부정맥(특히 노인에게서) 위험을 일으킬 수도 있다.
 
7. 폐 손상은 18~24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잔류 기관지 수축, 기관지 확장증 그리고 기도가 좁은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 만성 폐쇄

성 폐질환으로 더 잘 진행될 수 있다. 

※ 암모니아에 흡입 노출되어 초기에 증상이 있는 환자는 주의깊게 관찰하고, 주기적으로 
재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8. 암모니아에 노출된 환자의 검사항목은 CBC, blood glucose, electrolyte, LFT, serum 
lactate and urinary analysis, cardiac marker, chest radiography, and pulse 
oximetry, ABGA, CoHb, ECG 모니터링 등을 시행한다. 

※ 암모니아 노출에 대한 구체적인 생물학적 노출검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9. 암모니아를 섭취했을 경우에는 구토제나 활성탄은 사용하지 않는다.  
⟹ 환자가 의식이 있고 삼킬 수 있다면, 물이나 우유 120~240ml를 투여하여 위 내용물을 

희석시켜야 한다.
⟹ 토하게 하는 것은 식도와 입에 부식성 물질을 다시 노출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구토를 유

도하는 것은 금지한다. 
⟹ 위세척이나 중화도 시행하지 않는다. 
   위장관계의 손상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내시경 검사를 고려하고, 심각한 인후 부종이 있

을 경우 기관내 삽관 또는 윤상갑상막절개술(Cricothyroidotomy)가 필요할 수 있다

※ 식도의 scarring에 효과가 있는 코티코스테로이드가 일부 독성학자들에 의해 추천되지
만, 이 치료는 식도 천공이나 심각한 감염이 있는 환자들에게 유해할 수 있고, 아직 입
증된 방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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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액 투석은 효과가 없다.

10. 암모니아 가스 또는 용액이 피부에 접촉했을 경우 화학적 화상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치료는 열화상에 준해 치료한다.

 ⟹ 경증 피부 화상환자는 증상 완화를 목적으로 24시간 이내에 재검사 한다.

11. 암모니아가 눈에 들어갔을 경우 최소 15분 이상, 또는 결막액의 pH가 정상으로 돌아올 
때 까지 irrigation을 시행한다. 

 ⟹ 시력(Visual acuity) 테스트 후 각막 손상이 있는 경우는 즉시 안과 협진 시행
 ⟹ 눈에 암모니아가 급성으로 노출되면 상당한 시력의 감퇴와 함께 지속적인 안압의 상

승, 백내장, 녹내장이 발생할 수 있다.
 ⟹ 눈 손상 환자는 증상 완화를 목적으로 24시간 이내에 재검사 한다.

12. 호흡 곤란, 피부에 심각한 화상, 암모니아 용액을 섭취 경우, 입원치료를 원칙으로 한다.

13. 폐기능 검사는 매년 반복해서 시행해야 하고, 폐부종이 발생한 환자는 중환자실에 입원
해야 한다. 

14. 암모니아 노출 후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증상을 경험 후 치료받았던 환자들은 증상이 
재발하거나 계속 진행될 경우, 즉시 치료를 받아야 한다. 

⟹ 흡연은 폐 손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 암모니아 노출 후 72시간 동안은 금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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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물질 정보시트

※ 이 유인물은 암모니아 가스 또는 암모니아 용액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 및 후
속조치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암모니아란 무엇입니까?
   암모니아는 무색의 매우 자극적인 가스로, 강한 냄새가 나고 질식을 일으킬 수 있습니

다. 암모니아 기체는 물에 쉽게 용해되어 수산화암모늄이라고 불리는 용액을 만듭니다. 
암모니아는 가연성이 강하지는 않지만 고온, 고열에 노출 시 암모니아 용기가 폭발할 수 
있습니다. 암모니아 생산제품의 80%는 비료로 사용되고 냉매로서 플라스틱, 폭발물, 살
충제, 기타 화학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며, 또한 가정용, 산업용의 강력한 청소용액으로도 
사용됩니다.

2. 암모니아 노출시 즉시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의 영향은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암모니아 가스를 호흡함으로써 암모니아에 노출되는데, 소량의 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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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암모니아 노출에 의한 증상은 치료될 수 있습니까?
   암모니아 중독에 대한 해독제(치료제)는 없으나, 암모니아로 인한 증상은 치료될 수 있

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복됩니다. 암모니아 노출에 의해 심하고 지속되는 기침 또는 
목의 화상 같이 심한 증상과 징후가 있는 사람들은 입원 치료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4. 향후 장기간 건강상의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암모니아가 소량 노출되어 빠른 시간내에 회복되는 경우에는 장기적인 건강문제를 일으

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많은 용량에 노출되어 눈, 폐, 피부 또는 위장관계의 손상
이 있는 경우 18~24시간 동안 지켜봐야 하며, 위 천공, 만성 폐쇄성 폐질환, 녹내장 같
은 심각한 지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5. 암모니아에 노출된 사람에게 어떤 검사를 할 수 있습니까?
   환자의 혈액 또는 소변에서 암모니아의 존재여부를 검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의사에게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암모니아의 심한 노출이 발생한 경우, 혈액과 소변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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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X선 그리고 기타 검사를 통해 폐 손상의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검사는 모든 경우
에 필요하지는 않지만, 암모니아가 눈에 들어갔을 경우 눈에 특수 염료를 넣어 확대 램
프로 눈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6. 암모니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안전관리정보시스템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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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환자 후속지침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고, 다음 진료예약 확인 및 표기된 지침을 따르십시오.
24시간 이내에 특이증상 또는 징후가 발현되는 경우 응급실 또는 예약의사에게 전화문의 
바랍니다. 

※ 특히 아래의 증상인 경우 :
▶ 호흡 곤란, 짧아진 호흡 또는 천명음(호흡시 "쌕쌕” 거리는 소리)
▶ 쉰 목소리, 고음톤의 음성, 또는 말하기 어려움 
▶ 가슴 통증 또는 압박감
▶ 피부 변화, 진물, 또는 피부화상 부위의 통증증가
▶ 노출된 눈 부위에서의 통증 및 분비물 증가
▶ 복통, 구토, 설사

[  ] 위에 기술된 증상이 발현되지 않는다면 추후 진료예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 필요시 전화문의 약속,  예약 의사 :             전화번호 :                  
☞ 의사에게 전화문의 시 (            )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       ) 일 재진 예

약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십시오.

[  ] 추후 추적검사 및 진료를 위한 진료예약
  (          ) 응급실 / 클리닉, (    )월/(    )일,  AM/PM  (            )  

[  ] 1-2일은 격렬한 신체 활동을 하지마세요.
[  ] 운전 및 기계 작동을 포함한 일상적인 활동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  (   ) 일 동안은 업무에 복귀하지 마십시오.
[  ] 당신은 조건부로 업무에 복귀 가능합니다. 아래의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  ] 적어도 72시간 이상 담배연기에 노출되어서는 안됩니다; 담배연기가 폐의 상태를 악화

시킬 수 있음.
[  ] 적어도 24시간 이상 술을 마셔서는 안됩니다; 술이 위장 및 다른 손상 부위를 악화시

키거나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음.  
[  ] 다음과 같은 약물은 복용하지 마십시오 :                                   
[  ] 기존에 처방받은 다음의 약물들은 계속해서 복용 가능합니다. :               
인터넷 웹 사이트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안전관리정보시스템”에서 화학 물질에 대한 자
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환자 서명 :                          날짜 :                  
              의사 서명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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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수산화나트륨

1)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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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급실 처치 매뉴얼

< 수산화나트륨 중독 환자 일반 처치 >

1. CBC, glucose, electrolyte를 포함한 혈액검사를 시행
2.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흉부 방사선 검사와 맥박 산소포화도 또는 동맥혈 가스검사를 

시행
3. 혼수, 저혈압, 경련, 부정맥 등의 증상은 기존의 방식으로 치료한다. 수산화나트륨은 해

독제가 없다. 

< 수산화나트륨 눈 노출환자 처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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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화나트륨 소화기 노출환자 처치 >

1. 구토를 유발하거나 활성탄이나 중화제를 투여해서는 안 된다. 
2. 의식이 있고 삼킬 수 있는 경우 물이나 우유 120~240ml를 경구로 투여한다.
3. 위세척은 부식성 물질을 제거하고 내시경 검사 준비를 위해 특정 상황에서 유용할 수 

있다
4. 다량의 부식성 물질 섭취가 의심되면 조기에 내시경 검사를 시행한다.  

< 수산화나트륨 피부 노출환자 처치 >

1. 24시간 동안 자주 물로 세척해야 한다. 
2. 중화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수액치료는 열화상과 같은 방법으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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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급실 대응 리스트

1. 대응 의료진들은 화학물질 방호 슈트(예 : Tyvek 또는 Saranex 등) 또는 부틸 고무 재
질의 앞치마, 여러겹의 라텍스 장갑, 눈 보호 장비 등을 착용한다.

   (수산화나트륨은 부식성이 매우 강하다.) 

2. 가능한 빨리 피부나 눈에 접촉된 수산화나트륨이나 용액을 세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3. 옷이나 피부, 체모에 묻어 있는 고형 물질은 즉시 제거한다. 환자의 옷은 신속히 제거하
고, 흐르는 물로 최소 15분 이상 충분히 세척한다.

   (어린이나 노인은 제염과정에서 저체온증을 방지하기 위해 담요나 워머를 사용한다)

4. 눈 부위 노출 시에는 최소 30분 동안 물이나 생리 식염수로 씻어내야 한다.
⟹ 콘택트렌즈는 추가 손상 없이 쉽게 제거 가능할 경우 제거한다. 결막 낭의 산도(pH)가 

7이 될 때까지 세척을 지속한다. 세척 후 2시간동안 매 30분마다 결막의 산도를 측정한
다. 유착을 방지하기 위해 호마트로핀(homatropine)과 같은 산동성-안근마비 약물을 사
용한다. 

⟹ 눈 부위 노출 환자는 즉시 안과의사에게 협진을 의뢰한다. 각막, 결막, 공막 또는 눈꺼
풀 손상이 있는 경우 24시간 이내에 다시 검사해야 한다. 

5. 충분히 오염제거가 된 후에는 기존의 A, B, C 평가와 조치를 한다.
  혼수, 저혈압, 경련, 부정맥 등의 증상은 기존의 방식으로 치료한다.
⟹ 기도를 확보하고 호흡, 순환상태를 평가한다. 
   (수산화나트륨은 해독제가 없다.) 

6. 노출된 모든 환자는 CBC, glucose, electrolyte를 포함한 혈액검사를 시행한다. 
⟹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흉부 방사선 검사와 맥박 산소포화도 또는 동맥혈 가스검사를 

시행한다. 심각한 화상이나 천공의 증상이 있는 경우 신기능 검사와 혈액형 검사가 필요
하다. 

   (수산화나트륨의 급성중독 진단은 부식성 손상의 증상에 기초하여 임상적으로 판단한다.)

7. 삼킨 경우 구토를 유발해서는 안 된다. 활성탄이나 중화제를 투여해서도 안 된다. 
⟹ 의식이 있고 삼킬 수 있는 경우에 물이나 우유 120~240ml를 경구로 투여한다.
⟹ 위관 삽입은 식도나 위에 추가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내시경 하에서 시행해야 한다.
   (입이나 구인두 부위에 화상이 관찰되지 않더라도 식도에 심각한 화상이 발생할 수 있

고, 다량의 수산화나트륨을 섭취한 경우 쇼크가 발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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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위세척은 부식성 물질을 제거하고 내시경 검사 준비를 위해 특정 상황에서 유용할 수 
있다. 

⟹ 위세척을 고려해야 할 경우 (1) 많은 용량을 섭취한 경우 (2) 환자의 상태가 30분 이내 
평가된 경우 (3) 환자가 구강 병변이 있거나 식도부위의 지속적인 불편감을 호소하는 경
우 (4) 섭취 1 시간 이내인 경우

   (독성 구토물 또는 위 세정액은 세척 튜브를 벽흡인기 또는 밀폐 용기에 연결하여 격리 
되도록 해야 한다)

9. 수산화나트륨을 섭취한 경우 48시간 이내에 내시경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 다량의 부식성 물질 섭취가 의심되는 모든 환자는 식도, 위, 소장의 손상 여부를 평가하

고 치료 방향을 정하기 위해 조기에 내시경 검사를 해야 한다.  
   (수산화나트륨을 섭취한 경우 내시경 검사는 필수적이고 천공이 의심되는 경우 외과에 

협진이 필요하다. 증상이나 징후만으로 손상정도를 정확이 알기 어렵다.)
⟹ 천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10일에서 3주 사이에 추가 내시경 검사나 바륨 연하 검사를 

고려한다. 
⟹ 내시경 검사가 금기인 경우
   (1) 환자의 상태가 불안정한 경우 (2) 상기도 부위에 문제가 있는 경우  (3) 천공의 증거

가 있는 경우 (4) 48시간 이전에 섭취한 경우

10.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는 마스크로 산소를 투여한다. 
⟹ 기관지 연축을 보이는 경우 분무형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한다. 
⟹ 협착음을 보이는 소아는 에피네프린 분무를 고려한다. 
   2.25% 에피네프린 0.25~0.75ml를 2.5cc 물에 희석한 용액으로 시행한다. 필요시 20분

마다 반복한다. 

11. 수산화나트륨에 노출된 피부는 24시간 동안 자주 물로 세척해야 한다. 
⟹ 중화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수액치료는 열화상과 같은 방법으로 시행한다. 
   (수산화나트륨에 의한 심도 화상은 초기 24~48시간 이내에는 정확히 알기 어렵고 과소

평가 될 수 있다.)  

12. 심각한 피부 손상이 있는 경우 화상센터에 입원해야하며 다량을 섭취한 경우에는 중환
자실에서 입원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 입원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1) 수산화나트륨을 섭취한 경우 (2) 눈이나 피부에 심한 화
상이 있는 경우 (3) 많은 양에 흡입 노출된 경우

   (천공의 징후가 있는 경우 응급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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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노출 후 48시간까지 손상이 진행 할 수 있다. 상기도 폐쇄나 천공, 쇼크가 발생할 수 
있다.

   심한 흡입 손상은 지속적인 쉰 목소리, 반응성 기도 기능이상 증후군(reactive airways 
dysfunction syndrome), 화학 또는 자극-유발형 천식을 일으킬 수 있다. 

14. 경미한 피부 노출이나 경도 또는 중등도의 호흡기 노출 후 6~12 시간동안 무증상인 환
자는 퇴원할 수 있다. 

   환자에게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병원 치료를 받을 것을 교육한 후 퇴원시킨다. 
   (수산화나트륨 환자정보 시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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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물질 정보시트

※ 이 유인물은 수산화나트륨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 및 후속조치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수산화나트륨이란 무엇입니까?
   수산화나트륨은 공기 중에서 수증기를 흡수하는 백색의 고형물질이며, 물에 녹으면 많

은 양의 열을 생산합니다. 고체 상태와 용액 모두 부식성이 매우 강하고 심각한 화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수산화나트륨은 염기 화합물의 일종으로 산을 중화시키거나 산에 
의해 중화될 수 있고 많은 양의 열을 발산합니다. 

2. 수산화나트륨 노출에 의해 즉시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의 영향은 무엇입니까?
   고형 수산화나트륨 또는 수산화나트륨 고농도 용액은 신체의 어느 부분과 접촉하더라도 

즉시 통증을 유발합니다. 약한 용액을 접촉한 경우 몇 시간 동안 통증이 없을 수 있지만 
빠르게 씻어내지 않을 경우 심각한 화상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피부의 넓은 면적에 수
산화나트륨이 엎질러지거나 수산화나트륨을 삼킨 경우 쇼크가 발생하거나 심지어 사망
할 수도 있습니다. 수산화나트륨은 단백질을 분해하고 물에 용해되면 열을 발생합니다. 
눈과 같은 민감한 조직과 접촉한 경우에는 특히 위험하며 영구적인 손상이나 실명까지
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수산화나트륨 노출에 의한 증상은 치료될 수 있습니까?
   수산화나트륨은 해독제가 없지만 이로 인해 화상이나 쇼크가 발생한 경우 치료될 수 있

으며, 심한 증상이 나타나는 환자는 입원치료가 필요합니다. 

4. 향후 건강에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단일 소량 노출에 의해 발생한 증상이 빠르게 회복된 사람들은 증상이 지연되어 발생하

거나 장기간 인체에 영향을 일으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피부에 발생한 광범위하고 
심한 화상으로 인한 흉터는 추후 피부 이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눈에 심하게 노출된 
경우 실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산화나트륨 미립자를 흡입한 경우 영구적인 폐 손상
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산화나트륨 용액을 삼킨 경우 입, 목, 식도에 영구적인 손상
이 발생하여 연하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5. 수산화나트륨에 노출된 사람에게 어떤 검사를 할 수 있습니까?
   수산화나트륨에 노출 시 혈액검사나 소변검사는 유용하지 않으나, 심각한 노출이 발생

한 경우에는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이 폐, 눈 또는 위 손상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모든 노출환자에서 검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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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산화나트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가?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안전관리정보시스템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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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환자 후속지침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고, 다음 진료예약 확인 및 표기된 지침을 따르십시오.
24시간 이내에 특이증상 또는 징후가 발생하는 경우 응급실 또는 예약의사에게 전화문의 
바랍니다. 

※ 특히 아래의 증상인 경우 :
▶ 침 흘림 또는 삼킴 곤란
▶ 복통 또는 구토
▶ 기침, 쌕쌕거리는 숨소리 또는 쉰 목소리
▶ 호흡곤란, 짧은 호흡 또는 흉통
▶ 노출된 눈에서 통증이나 분비물이 증가하는 경우
▶ 피부 화상 부위에 발진이나 통증의 증가 또는 화농성 분비물이 발생하는 경우

[  ] 위에 기술된 증상이 발현되지 않는다면 추후 진료예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 필요시 전화문의 약속,  예약 의사 :             전화번호 :                  
☞ 의사에게 전화문의 시 (            )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       ) 일 재진 예

약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십시오.

[  ] 추후 추적검사 및 진료를 위한 진료예약
  (          ) 응급실 / 클리닉, (    )월/(    )일,  AM/PM  (            )  
[  ] 1-2일은 격렬한 신체 활동을 하지마세요.
[  ] 운전 및 기계 작동을 포함한 일상적인 활동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  (   ) 일 동안은 업무에 복귀하지 마십시오.
[  ] 당신은 조건부로 업무에 복귀 가능합니다. 아래의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  ] 적어도 72시간 이상 담배연기에 노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담배연기가 폐의 상태를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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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거나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음.  
[  ] 다음과 같은 약물은 복용하지 마십시오 :                                   
인터넷 웹 사이트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안전관리정보시스템”에서 화학 물질에 대한 자
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환자 서명 :                          날짜 :                  
              의사 서명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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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포름알데히드

1)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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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급실 처치 매뉴얼

< 포름알데히드 중독 환자 일반 처치 >
1. CBC, glucose, 전해질 검사, 소변검사, 메탄올 농도, osmolar gap과 동맥혈 가스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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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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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름알데히드 소화기 노출환자 처치 >
1. 환자가 의식이 있고 삼킬 수 있는 경우 물 120~240ml 경구 투여
2. 섭취 후 30분 이내에 환자의 상태가 평가되면 위세척과 소화기계의 부식성 손상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내시경시행 고려. 
3. 섭취 1시간 이내 위세척을 시행한 후 활성탄을 1g/kg 투여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

< 포름알데히드 눈 노출환자 처치 >
물이나 생리 식염수로 적어도 15분간 세척. 

< 포름알데히드 피부 노출 환자 처치 >
열화상과 같은 방법으로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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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급실 대응 리스트

1. 대응 의료진들은 화학물질 방호 슈트(예: Tyvek 또는 saranex 등) 또는 부틸 고무 
재질의 앞치마, 고무장갑(여러 겹의 라텍스 장갑), 눈 보호 장구를 착용해야한다. 

   (환자의 옷이나 피부가 포르말린에 젖어 있다면 환자와 접촉 시 화상이 발생할 수 있다.)

2. 오염된 환자의 옷이나 개인 소지품은 빠르게 제거해야 한다.
⇒ 노출된 피부와 체모는 5분 동안 물로 세척한다. 
   (샤워 기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소아와 노인을 제염하는 경우 저체온증의 발생에 주

의해야 한다.)       

3. 눈 부위 노출 시 물이나 생리 식염수로 적어도 15분간 씻어내야 한다. 
⇒ 콘택트렌즈는 눈의 추가 손상 없이 쉽게 제거 가능할 경우 제거한다. 시력을 측정하고 

각막 손상에 대해 검사를 시행하고 적절히 치료한다. 심각한 각막손상을 보이는 환자는 
즉시 안과의사에게 협진을 의뢰한다.  

   (안검 경련의 증상 완화를 위해 0.5% tetracaine과 같은 안과용 마취제를 사용 할 수 
있고, 눈꺼풀 아래의 적절한 세척을 위해 안검 견인기를 사용할 수 있다.) 

4. 충분히 오염제거가 된 후에는 ABC의 평가와 조치를 한다. 
⇒ 기도를 확보하고 호흡, 순환 상태를 평가한다. 
   (소아는 기도의 직경이 성인에 비해 더 작기 때문에 부식성 물질에 더 취약할 수 있다.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기관 삽관을 통해 기도를 확보하고 호흡을 보조해야 한다. 기관 
삽관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수술적인 기도확보를 시행해야한다.)

5. 노출된 모든 환자에서 CBC, glucose, 혈청 전해질을 포함한 혈액 검사를 시행한다. 
⇒ 추가 검사로 소변검사(protein, cast, RBC를 포함), 메탄올 농도, 삼투압 차(osmolar 

gap) 와 동맥혈 가스검사를 시행한다. 호흡기계에 노출된 환자는 흉부방사선 검사와 맥
박 산소 포화도 측정을 한다. 

   (혈청 포름알데히드 농도는 유용하지 않다.) 

6. 혼수, 저혈압, 경련, 심실성 부정맥을 보이는 환자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치료해야 한
다. 

   (포름알데히드는 해독제가 없다.)
⇒ 중증 환자에서는 우선 정맥로를 확보하고 심장리듬 모니터를 시행한다. 

7. 쇽이나 저혈압의 증거를 보이는 경우에는 우선 수액을 투여한다.
⇒ 혈압이 80mmHg 미만인 경우 성인은 1000ml/hour 생리식염수(saline) 또는 링거젖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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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ctated Ringer)용액을 정맥 내 투여한다. 수축기 혈압이 90 mmHg 이상인 경우에는 
150~200mL/hours의 속도이면 충분하다. 관류 장애를 보이는 소아 에서는 20 ml/kg의 
생리 식염수를 10~20분간 투여하고, 이후 2~3ml/kg/hours 의 속도로 주입 한다. 

⇒ 필요시 도파민(dopamine) 2~20μg/kg/min 또는 노에피네프린(norepinephrine) 
0.1~0.2μg/kg/min을 주입한다.

8. 포르말린을 섭취한 경우 구토를 유발하지 않는다.  
⇒ 환자가 의식이 있고 삼킬 수 있는 경우에만 물 120~240ml를 경구로 투여한다. 
⇒ 섭취 1시간 이내 위세척을 시행한 후 활성탄(activated charcoal)을 1g/kg (보통 성인

은 60~90g, 소아는 25~50g) 투여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 
   (활성탄 투여의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다.)

9. 대량 섭취한 경우에는 섭취 후 30분 이내에 환자의 상태가 평가되면 위세척과 소화
기계의 부식성 손상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내시경시행을 고려한다. 

⇒ 위관을 삽입할 경우에는 화학 손상을 입은 식도와 위에 추가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
로 주의한다. 극심한 목 부위의 부종이 있는 경우 기관삽관 또는 윤상갑상절개술이 필요 
할 수 있다. 

   (소아는 부식성 물질을 대량 섭취하지 못하고 비위관 삽관은 천공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내시경을 이용한 비위관 삽관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세척을 시행하면 안 된다.)

   (독성 구토물 또는 위세정액은 세척 튜브를 벽 흡인기 또는 밀폐 용기에 연결하여 격리 
되도록 해야 한다.)  

10.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환자는 마스크를 통해 산소를 공급해야 한다. 
⇒ 기관지 연축을 보이는 환자는 분무형 기관지 확장제로 치료한다.  
⇒ 협착음(stridor)을 보이는 소아는 에피네프린 분무를 고려한다. 
   0.25~0.75 mL의 2.25 %의 에피네프린을 2.5cc의 물에 희석한 용액으로 시행한다. 
   필요시 20 분마다 반복한다. 
   (흡입 노출로 인해 흉통, 가슴 압박감, 기침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 지연성 기관지염, 

폐렴, 폐부종, 호흡 부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6~12 시간동안 주기적으로 검사하며 관
찰해야 한다.) 

11. 피부에 포르말린이나 고농도의 포름알데히드 증기가 접촉한 경우 화학 화상을 유발 
할 수 있다. 

⇒ 열화상과 같은 방법으로 치료한다. 
   (소아는 체표면적 : 몸무게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피부를 통한 유독물질의 

흡수에 더 취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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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대사성 산증을 보이는 경우 중탄산염나트륨(sodium bicarbonate)을 정맥 내 투여
해야 한다. 

   혼수, 경련 또는 부정맥을 보이는 환자에서 산증(acidosis)이 있는 경우에는 중탄산염나
트륨(sodium bicarbonate)을 정맥 내 투여해야 한다.

⇒ 성인 용량: 20 mEq, 소아 용량: 1 mEq/kg 
   동맥혈 가스 검사 결과에 따라 산증에 대해 추가교정을 한다.   

13. 전통적인 치료에 반응이 없는 심한 산-염기 장애를 보이는 경우나 의미 있는 메탄
올농도를 보이는 경우 혈액 투석을 고려해야 한다. 

⇒ 포름산(formic acid)과 메탄올을 제거하고 심한 대사성 산증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혈액 
투석이 효과적이다. 

14. 포르말린 섭취로 인한 메탄올 중독이 의심되는 경우 혈중 메탄올 농도가 20 
mg/dL이상이거나 삼투압 차(osmolar gap)가 증가한 경우 에탄올 주입을 시작 한
다. 

⇒ 10% 에탄올을 부하용량(loading dose)으로 7.5ml/kg를 투여하고, 유지용량
(maintenance dose) 으로 1.0~1.5ml/kg/hour를 투여한다. 혈액 투석 동안에는 1.5 
~2.5ml/kg/hour을 투여한다. 목표 혈중 에탄올 농도는 0.1mg/dL로 한다. 

15. 노출 경로에 상관없이 전신 중독의 증거가 있는 경우 입원치료를 고려해야 한다. 
⇒ 많은 양을 섭취한 경우 흡인성 폐렴 또는 신부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환자실에 입

원하여 관찰해야 한다. 
   (부식성 위염, 위의 섬유화, 토혈 또는 식도의 부종과 궤양이 발생 할 수 있다.) 

16. 무증상 환자는 4~6시간 동안 관찰해야 한다. 
⇒ 이 기간 동안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퇴원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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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물질 정보시트

※ 이 유인물은 포름알데히드 또는 포르말린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 및 후속조치
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1. 포름알데히드란 무엇입니까?
   포름알데히드는 무색에 가깝고 매서운 냄새가 나는 매우 자극적 가스이며, 물에 쉽게 

용해되어 포르말린(포름알데히드와 물, 메탄올 용액)을 형성합니다. 포름알데히드는 플라
스틱 제조, 요소-포름알데히드 포말 절연체, 건축자제에 사용되는 레진(예: 합판), 종이, 
카페트, 직물, 페인트, 가구 등에 사용됩니다. 

2. 포름알데히드 노출에 의해 즉시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의 영향은 무엇입니까?
   포름알데히드는 낮은 농도에 단기간 노출되더라도 눈, 코, 목에 자극을 유발할 수 있습

니다. 장기간 또는 고용량에 노출 될 경우 기침이나 질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한 
노출 시에는 목의 부종과 폐의 화학화상으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피부, 눈, 
소화기관에 직접 접촉하는 경우 심각한 화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약 30mL(약 2 티
스푼) 정도로 적은 양의 포르말린을 마시더라도 사망할 수 있습니다. 포름산은 포름알데
히드의 대사산물로 사망을 일으키거나 심각한 전신 중독을 발생시킵니다. 일반적으로 포
름알데히드에 더 심하게 노출될수록 더 심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전에 포름알데히드에 
감작된 사람들은 매우 적은 양에 노출되어도 피부 발진, 호흡곤란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포름알데히드 중독은 치료 될 수 있습니까?
   포름알데히드는 해독제가 없으나, 중독증상은 치료될 수 있고 노출된 대부분의 사람들

은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심각한 노출 환자(눈물이나 콧물 또는 심하거나 지속되는 
기침의 증상이나 징후가 있는 경우)는 입원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매우 농축된 증
기나 액체에 직접 노출되거나 포르말린을 삼킨 환자는 중환자실 입원치료가 필요할 수 
있고, 장기적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4. 향후 건강상에 어떠한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단일 소량 노출에 의해 빠르게 회복된 사람들은 증상이 지연되어 발생하거나 장기간 신

체영향을 일으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반면 심한 노출 후에도 18시간 동안 증상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증상과 징후에 대해서는 후속 지침을 참고하기 바랍
니다. 만약 증상이 발생할 경우 병원 진료를 받기 바랍니다. 작업장에서 장기간 반복적
으로 비강을 통해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될 경우 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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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된 사람에게 어떤 검사를 할 수 있습니까?
   혈액과 소변을 이용하여 포름알데히드 노출 검사를 시행할 수 있지만 검사 결과는 의사

들에게 유용하지 않습니다. 만약 심각한 노출이 발생한 경우라면 혈액과 소변검사 및 다
른 검사들은  폐 손상이나 전신 중독 증상의 발생 여부를 아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
다. 만약 발작이나 경련이 발생하면 신경행동 독성에 대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노출 검사가 모든 경우에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6. 포름알데히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안전관리정보시스템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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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환자 후속지침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고, 다음 진료예약 확인 및 표기된 지침을 따르십시오.
24시간 이내에 특이증상 또는 징후가 발현되는 경우 응급실 또는 예약의사에게 전화문의 
바랍니다. 

※ 특히 아래의 증상인 경우 :
▶ 기침, 호흡 곤란 또는 짧아진 호흡 
▶ 가슴 통증, 불규칙한 심박동
▶ 안구 통증 및 분비물 증가
▶ 피부 화상 부위 발진이나 통증의 증가, 화농성 분비물이 발생하는 경우
▶ 발열
▶ 원인 불명의 졸림, 피로나 두통이 발생한 경우
▶ 복통이나 구토, 설사가 있는 경우

[  ] 위에 기술된 증상이 발현되지 않는다면 추후 진료예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 필요시 전화문의 약속,  예약 의사 :             전화번호 :                  
☞ 의사에게 전화문의 시 (            )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       ) 일 재진 예

약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십시오.

[  ] 추후 추적검사 및 진료를 위한 진료예약
  (          ) 응급실 / 클리닉, (    )월/(    )일,  AM/PM  (            )  

[  ] 1-2일은 격렬한 신체 활동을 하지마세요.
[  ] 운전 및 기계 작동을 포함한 일상적인 활동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  (   ) 일 동안은 업무에 복귀하지 마십시오.
[  ] 당신은 조건부로 업무에 복귀 가능합니다. 아래의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  ] 적어도 72시간 이상 담배연기에 노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담배연기가 폐의 상태를 악

화시킬 수 있음.
[  ] 적어도 24시간 이상 술을 마셔서는 안됩니다; 술이 위장 및 다른 손상 부위를 악화시

키거나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음.  
[  ] 다음과 같은 약물은 복용하지 마십시오 :                                   
[  ] 기존에 처방받은 다음의 약물들은 계속해서 복용 가능합니다. :               
인터넷 웹 사이트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 안전관리정보시스템”에서 화학 물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환자 서명 :                          날짜 :                  
              의사 서명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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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톨루엔

1)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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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급실 처치 매뉴얼

<톨루엔 중독 환자 일반 처치>
1. CBC, glucose, electrolyte를 포함한 혈액검사를 시행

2. 심장, 신장, 간 기능을 모니터링 한다. 
⇒ ECG 모니터링, RFT, LFT 등

3.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 흉부 방사선 검사와 맥박 산소포화도 또는 동맥혈 가스검사를 시행

4. 혼수, 저혈압, 경련, 부정맥 등의 증상은 기존의 방식으로 치료한다. 

<주의> 
⇒ sympathomimetics 나 catecholamines은 심실세동 유발의 위험이 있어 사용하지 않

는다.
⇒ 잘 교정되지 않거나 지속되는 부정맥은 idocaine 보다 Beta-blockers가 더 효과적 일 

수 있다.

<참고>
⇒ 혈청 톨루엔 농도 및 요중 마뇨산(Hippuric acid) 농도는 임상적으로 유용하지 않다. 
※ 톨루엔은 3시간 가량의 생물학적 반감기를 거쳐 분해 생성물인 마뇨산(Hippuric acid)

으로 소변에서 측정될 수 있지만, 전신증상과 상관관계가 없어 임상적으로 유용하지 않
다. 

※ 그러나 발현 증상의 원인 및 확진 등에 활용할 수 있다.
  (ACGIH 허용기준 : 혈청 톨루엔 0.05 mg/L 이하, 요 중 마뇨산(Hippuric acid) 

0.5mg/L 이하 )

5. 톨루엔은 해독제가 없다. 

6. 톨루엔에 노출된 환자는 혈정 칼륨, 칼슘 농도의 혈청 전해질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 
하며 저칼륨혈증 또는 저칼슘혈증을 교정해야 한다.

⇒ 톨루엔에 대한 해독제는 없으며, 혈액 투석 및 혈액 관류는 효과가 적다.
⇒ 혈중으로 흡수된 톨루엔에 의해 저칼륨혈증 또는 저칼슘혈증이 발생 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심실세동 및 부정맥 등이 발생 할 수 있다.
⇒ 저칼륨혈증 또는 저칼슘혈증 발현시 이를 교정하기 전에는 중탄산염나트륨(sod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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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carbonate) 치료를 하지 않는다.

7. 기타 처치는 일반 화상환자에 준하여 실시한다. 

8. 심한 흡입 노출에 의한 호흡곤란 증상이 있거나, 섭취에 의한 중추신경계 저하 증상
이 있는 경우 입원치료를 고려해야 한다. 

⇒ 입원환자는 신부전, 뇌손상, 부정맥 등의 징후를 잘 관찰하여야 한다.
⇒ 많은 양을 섭취한 경우 흡인성 폐렴 또는 급성 관 괴사성 신부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관찰해야 한다. 
⇒ 심한 흡입 노출시 또한 지연성 폐부종 등에 의한 호흡곤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환

자실에 입원하여 관찰해야 한다. 

9. 무증상 환자는 6-12시간 동안 관찰해야 한다. 
⇒ 이 기간 동안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퇴원시킨다. 
⇒ 환자에게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병원 치료를 받을 것을 교육한 후 퇴원시킨다. 
(톨루엔 환자정보 시트 참조) 

< 가스형태 톨루엔 호흡기 노출환자 처치 >

1. 톨루엔 가스를 대량으로 흡입한 경우 반복 흉부방사선 검사, 맥박 산소 측정 또는 
동맥혈 가스 검사, 폐기능 검사, 필요시 폐 CT 검사 등으로 모니터링 한다. 

2.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환자는 마스크를 통해 산소를 공급해야 한다. 
⇒ 기관지 연축을 보이는 환자는 분무형 기관지 확장제로 치료한다. 
⇒ ventolin sol 2.5~5mg(0.5~1cc) + N/S => 3~4cc nebulizer q20min(2~3회 반복) or 

10~15mg(2~3cc) + N/S => 100cc nebulizer for 1hr

<주의>
⇒ sympathomimetic agents such as epinephrine and isoproterenol나  

catecholamines은 치명적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어 피한다.
⇒ 분무형 기관지 확장제로 임상적 보고는 다소 부족하지만 beta-2 agonists가 추천되고, 

사용전에 심근의 상태를 고려해야 한다.
   (흡입 노출로 인해 흉통, 가슴 압박감, 기침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 지연성 기관지염, 

흡입성 폐렴, 폐부종, 호흡 부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6~12 시간동안 주기적으로 검사
하며 관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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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톨루엔 소화기 노출환자(음독) 처치 >

1. 톨루엔을 섭취한 경우 구토를 유발하지 않는다.  

2. 대량 섭취한 경우에는 섭취 후 30분 이내에 환자의 상태가 평가되면 위세척과 소화
기계의 부식성 손상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내시경시행을 고려한다. 

⇒ 위관을 삽입할 경우에는 화학 손상을 입은 식도와 위에 추가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
로 주의한다. 극심한 목 부위의 부종이 있는 경우 기관삽관 또는 윤상 갑상절개술이 필
요 할 수 있다. 

   (소아는 부식성 물질을 대량 섭취하지 못하고 비위관 삽관은 천공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내시경을 이용한 비위관 삽관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세척을 시행하면 안 된다.)

   (독성 구토물 또는 위세정액은 세척 튜브를 벽 흡인기 또는 밀폐 용기에 연결하여 격리 
되도록 해야 한다.)  

3. 위 세척은 부식성 물질을 제거하고, 내시경 검사 준비를 위해 특정 상황에서 유용 
할 수 있다. 

⟹ 위 세척을 고려해야 할 경우 (1) 많은 용량을 섭취하였을 경우 (2) 환자의 상태가 30분 
이내에 평가된 경우 (3) 환자의 구강에 병변이 있거나 지속적인 식도 불편감을 호소할 
경우 (4) 섭취 후 1 시간 이내인 경우 

   (독성 구토물 또는 위 세정액은 밀폐 용기에 세척 튜브를 연결하여 격리되도록 해야 한
다)

4. 톨루엔을 섭취한 경우 활성탄(activated charcoal) 투여의 효과는 제한적이나 일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환자가 의식이 있고, 증상이 없으며, 구역 반사가 있는 경우 >

⇒ 활성탄(activated charcoal)을 1g/kg (보통 성인은 60~90 g, 소아는 25~50 g) 투여하
면 도움이 될 수 있다.

⇒ 소아인 경우 소다수와 빨대를 활용하면 활성탄(activated charcoal) 투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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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톨루엔 눈 노출환자 처치 >

1. NS로 15분 이상의 충분한 시간으로 irrigation
 ⇒ 시력을 측정하고 각막 손상에 대해 검사를 시행하고, 적절히 치료한다. 
 ⇒ 심각한 각막손상을 보이는 환자는 즉시 안과의사에게 협진을 의뢰한다.
 ⇒ 각막 손상이 확인된 환자는 24시간 이내에 재검사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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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급실 대응 리스트

1. 가능한 빨리 피부에 접촉된 톨루엔을 제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톨루엔은 증기 형태로 흡입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노출이지만, 액체 상태로 피부 흡수나 

경구 섭취에 의한 전신증상이 있을 수 있다.)
   (소아의 경우 손을 입안으로 넣는 행동이 흔하므로 구강안 검사를 반드시 한다.)

2. 톨루엔에 오염된 환자의 옷이나 개인 소지품은 신속히 제거하고, 차가운 흐르는 물
로 노출된 피부와 체모 부위를 최소 5분 이상 충분히 세척한다.

   (샤워 기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어린이나 노인의 경우 차가운 물로 오염물질 제거시 
저체온증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히 담요나 워머를 사용한다.)

3. 눈 부위 노출 시, 생리 식염수로 적어도 15분 이상 통증이 완화될 때까지 충분히 씻
어내야 한다. 

 ⇒ 콘택트렌즈는 눈의 추가 손상 없이 쉽게 제거 가능할 경우 제거한다. 시력을 측정하고 
각막 손상에 대해 검사를 시행하고 적절히 치료한다. 

 ⇒ 심각한 각막손상을 보이는 환자는 즉시 안과의사에게 협진을 의뢰한다.
 ⇒ 각막 손상이 확인된 환자는 24시간 이내에 재검사를 시행한다.  
   (안검 경련의 증상 완화를 위해 0.5% tetracaine과 같은 안과용 마취제를 사용할 수 있

고, 눈꺼풀 아래의 적절한 세척을 위해 안검 견인기를 사용할 수 있다.) 

4. 충분히 오염제거가 된 후에는 ABC의 평가와 조치를 한다. 
⟹ 기도를 확보하고 호흡, 순환상태를 평가한다. 
⟹ 중증 환자에서는 우선 정맥로를 확보하고 심장리듬 모니터를 시행한다. 
⟹ 톨루엔은 해독제가 없다. 
   (소아는 기도의 직경이 성인에 비해 더 작기 때문에 부식성 물질에 더 취약할 수 있다.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기관 삽관을 통해 기도를 확보하고 호흡을 보조해야 한다. 기관 
삽관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수술적인 기도확보를 시행해야한다.)

5. 혼수, 저혈압, 경련, 심실성 부정맥을 보이는 환자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치료해야한다. 
⟹ 톨루엔은 해독제가 없다.  
⇒ 중증 환자에서는 우선 정맥로를 확보하고 심장리듬 모니터를 시행한다. 
⇒ sympathomimetics 나 catecholamines은 심실세동 유발의 위험이 있어 사용하지 않

는다.
⇒ 잘 교정되지 않거나 지속되는 부정맥은 idocaine 보다 Beta-blockers가 더 효과적 일 

수 있다.



- 103 -

6.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환자는 마스크를 통해 산소를 공급해야 한다. 
⇒ 기관지 연축을 보이는 환자는 분무형 기관지 확장제로 치료한다.  
⇒ sympathomimetic agents such as epinephrine and isoproterenol나  

catecholamines은  치명적 부정맥을 유발 할 수 있어 피한다.
⇒ 분무형 기관지 확장제로 임상적 보고는 다소 부족하지만 beta-2 agonists 가 추천 되

고, 사용전에 심근의 상태를 고려해야 한다.
   (흡입 노출로 인해 흉통, 가슴 압박감, 기침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 지연성 기관지염, 

흡입성 폐렴, 폐부종, 호흡 부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6~12 시간동안 주기적으로 검사
하며 관찰해야 한다.) 

7. 노출된 모든 환자에서 CBC, glucose, 혈청 전해질, 신장 기능, 간 기능 검사 등을 
포함한 혈액 검사와 심전도 모니터링을 시행한다. 

⇒ 호흡기계에 노출된 환자는 흉부방사선 검사와 맥박 산소 포화도 측정을 한다.
⇒ 혈청 톨루엔 농도 및 요 중 마뇨산(Hippuric acid) 농도는 임상적으로 유용하지 않다.
※ 톨루엔은 3시간 가량의 생물학적 반감기를 거쳐 분해 생성물인 마뇨산(Hippuric acid)

으로 소변에서 측정될 수 있다. 요 중 마뇨산(Hippuric acid)의 농도는 전신증상과 상관
관계가 없어 임상적으로 유용하지 않지만, 발현 증상의 원인 및 확진에 활용할 수 있다.

   (ACGIH 허용기준 : 혈청 톨루엔 0.05 mg/L 이하, 요 중 마뇨산(Hippuric acid) 
0.5mg/L 이하 )

8. 톨루엔에 노출된 환자는 혈청 칼륨, 칼슘 농도의 혈청 전해질을 주의깊게 모니터링 
하며 저칼륨혈증 또는 저칼슘혈증을 교정해야 한다.

⇒ 톨루엔에 대한 해독제는 없으며, 혈액 투석 및 혈액 관류는 효과가 적다.
⇒ 혈중으로 흡수된 톨루엔에 의해 저칼륨혈증 또는 저칼슘혈증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심실세동 및 부정맥 등이 발생할 수 있다.
⇒ 저칼륨혈증 또는 저칼슘혈증을 교정하기 전에는 중탄산염나트륨(sodium bicarbonate) 

치료를 하지 않는다.

9. 톨루엔을 섭취한 경우 구토를 유발하지 않는다.  
⇒ 활성탄 투여의 효과는 제한적이나 일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환자가 의식이 있고, 증상이 없으며, 구역 반사가 있는 경우)
⇒ 활성탄(activated charcoal)을 1 g/kg (보통 성인은 60-90 g, 소아는 25-50 g) 투여하

면 도움이 될 수 있다.
⇒ 소아인 경우 소다수와 빨대를 활용하면 활성탄(activated charcoal) 투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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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대량 섭취한 경우에는 섭취 후 30분 이내에 환자의 상태가 평가되면 위세척과 소화
기계의 부식성 손상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내시경시행을 고려한다. 

⇒ 위관을 삽입할 경우에는 화학 손상을 입은 식도와 위에 추가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
로 주의한다. 극심한 목 부위의 부종이 있는 경우 기관삽관 또는 윤상 갑상절개술이 필
요 할 수 있다. 

   (소아는 부식성 물질을 대량 섭취하지 못하고 비위관 삽관은 천공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내시경을 이용한 비위관 삽관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세척을 시행하면 안 된다.)

   (독성 구토물 또는 위세정액은 세척 튜브를 벽 흡인기 또는 밀폐 용기에 연결하여 격리 
되도록 해야 한다.)  

11. 위 세척은 부식성 물질을 제거하고, 내시경 검사 준비를 위해 특정 상황에서 유용 
할 수 있다. 

⟹ 위 세척을 고려해야 할 경우 (1) 많은 용량을 섭취하였을 경우 (2) 환자의 상태가 30분 
이내에 평가된 경우 (3) 환자의 구강에 병변이 있거나 지속적인 식도 불편감을 호소할 
경우 (4) 섭취 후 1 시간 이내인 경우 

   (독성 구토물 또는 위 세정액은 밀폐 용기에 세척 튜브를 연결하여 격리되도록 해야 한다)

12. 피부 노출시 일반 화상 환자에 준하여 처치를 실시한다. 

13. 심한 흡입 노출에 의한 호흡곤란 증상이 있거나, 섭취에 의한 중추신경계 저하 증
상이 있는 경우 입원치료를 고려해야 한다. 

⇒ 입원환자는 신부전, 뇌손상, 부정맥 등의 징후를 잘 관찰하여야 한다.
⇒ 많은 양을 섭취한 경우 흡인성 폐렴 또는 급성 관 괴사성 신부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관찰해야 한다. 
⇒ 심한 흡입 노출시 또한 지연성 폐부종 등에 의한 호흡곤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환

자실에 입원하여 관찰해야 한다. 

14. 무증상 환자는 6~12시간 동안 관찰해야 한다. 
⇒ 이 기간 동안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퇴원시킨다. 
⇒ 환자에게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병원 치료를 받을 것을 교육한 후 퇴원시킨다. 
   (톨루엔 환자정보 시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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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물질 정보시트

※ 이 유인물은 톨루엔 증기 또는 톨루엔 용액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 및 후속조
치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1. 톨루엔은 무엇입니까?
   톨루엔은 달콤한 냄새가 나는 무색의 투명한 액체이며, 가연성의 액체로 원유에서 얻어

지고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사용됩니다. 페인트, 신나 및 접착제 등의 제조에 일반적으
로 사용되는 용매이고, 가솔린에도 소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2. 톨루엔 노출에 의해 즉시 발생될 수 있는 건강상의 영향은 무엇입니까?
   톨루엔 증기의 소량 흡인은 가벼운 두통, 현기증, 졸음, 또는 구토 등을 유발 할 수 있습

니다. 더 심각한 노출인 경우에는 졸림증, 말더듬, 불규칙 심장 박동, 실신 또는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톨루엔 증기는 중증도의 피부, 눈, 폐 자극증상을 유발합니다. 액
체상태의 톨루엔에 피부 접촉이 있었다면, 자극 및 발진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눈 
부위 노출시 눈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더 심한 노출일수록 더 심한 손상
을 유발합니다.

3. 톨루엔 노출에 의한 증상은 치료 될 수 있습니까?
   톨루엔은 해독제가 없지만, 효과적으로 치료를 받았던 대다수의 노출자들은 치료 후 경

과가 좋았습니다. 심한 증상이 나타나는 환자는 입원치료가 필요합니다. 

4. 향후 장기간 건강상의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단일 소량 노출에 의해 발생한 증상이 빠르게 회복된 사람들은 증상이 지연되어 발생하

거나 장기간 인체에 영향을 일으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톨루엔에 비교적 심하게 노
출된 경우에는 몇 일 동안 증상이 없다가 지연되어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톨루엔의 반복적인 노출은 뇌, 근육, 심장, 신장에 영구적인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5. 톨루엔에 노출된 사람에게 어떤 검사를 할 수 있습니까?
   톨루엔에 노출 시 혈액이나 소변 내 톨루엔의 존재에 대한 검사는 일반적으로 의사에게 

유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톨루엔 농도가 높은 경우, 톨루엔의 분해 생산물인 마뇨산
(Hippuric acid)을 소변에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노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혈액
검사, 소변검사 등이 뇌, 심장 또는 신장의 손상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
니다. 모든 노출환자에서 검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6. 톨루엔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안전관리정보시스템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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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환자 후속지침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고, 다음 진료예약 확인 및 표기된 지침을 따르십시오.
24시간 이내에 특이증상 또는 징후가 발현되는 경우 응급실 또는 예약의사에게 전화문의 
바랍니다. 

※ 특히 아래의 증상인 경우 :
▶ 피로, 두통, 현기증, 경련 또는 발작
▶ 기침, 호흡 곤란, 짧아진 호흡 또는 천명음(호흡시 "쌕쌕” 거리는 소리) 
▶ 가슴 통증 또는 압박감
▶ 노출된 눈 부위의 통증 및 분비물 증가
▶ 피부화상 부위의 통증 및 피부 변화, 분비물 증가 
▶ 발열

[  ] 위에 기술된 증상이 발현되지 않는다면 추후 진료예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 필요시 전화문의 약속,  예약 의사 :             전화번호 :                  
☞ 의사에게 전화문의 시 (            )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       ) 일 재진 예

약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십시오.

[  ] 추후 추적검사 및 진료를 위한 진료예약
  (          ) 응급실 / 클리닉, (    )월/(    )일,  AM/PM  (            )  

[  ] 1-2일은 격렬한 신체 활동을 하지마세요.
[  ] 운전 및 기계 작동을 포함한 일상적인 활동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  (   ) 일 동안은 업무에 복귀하지 마십시오.
[  ] 당신은 조건부로 업무에 복귀 가능합니다. 아래의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  ] 적어도 72시간 이상 담배연기에 노출되어서는 안됩니다; 담배연기가 폐의 상태를 악화

시킬 수 있음.
[  ] 적어도 24시간 이상 술을 마셔서는 안됩니다; 술이 위장 및 다른 손상 부위를 악화시

키거나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음.  
[  ] 다음과 같은 약물은 복용하지 마십시오 :                                   
[  ] 기존에 처방받은 다음의 약물들은 계속해서 복용 가능합니다. :               
인터넷 웹 사이트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 안전관리정보시스템”에서 화학 물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환자 서명 :                          날짜 :                  
              의사 서명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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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기입식 노출평가 설문지〉

환자 이름 :                날짜 : 20  .   .    .         병록번호  :

1. 가스 누출 사고와 관련하여, 다음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1 사고회사 근무자   ☐2 인근 사업장 근무자   ☐3 인근 주민  

  ☐4 소방관, 경찰, 공무원 등 사고 대응자   ☐5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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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예     ☐0 아니오 (☞ 없을 경우 4번 문항으로)

2_1. 있었던 장소 :                      
2_2. 체류 시간:                         
2_3. 머문 사유:                         

2_4. 사고 당시 사고 장소로부터 평균적으로 얼마만큼 떨어진 곳에 계셨습니까?

  ☐1 50m 이내   ☐2 100m 이내   ☐3 500m 이내   ☐4 500m~1km   ☐5 1km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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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시간 이내      ☐2 1~2시간        ☐3 2~4시간             ☐4 4시간~6시간

  ☐5 6시간~12시간   ☐6 12시간-24시간   ☐7 1~2일   ☐8 2-3일   ☐9 3일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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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예   ⟹  (   )월 (   )일,  (   )시 (   )분부터 대피함

  ☐0 아니오 (☞ 없을 경우 4번 문항으로)

3-1. 대피 이후 집 또는 직장으로 복귀하였습니까?

  ☐1 예, 복귀함        ⇒ (   )월 (   )일,  (   )시 (   )분에 복귀함 
  ☐0 복귀하지 않음 ⇒ (                    )에 있었음

4. 사업장 또는 집 주변 (대략 30m 내외)의 농작물 또는 식물의 잎이 고사(괴사) 되거나 

건물(유리 등)의 부식이 있었습니까? (※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표시(∨)하여 주십시오)
  ☐1 있음   ⇒ 농작물 또는 식물(   ), 건물(   )
  ☐0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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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고 발생 후 2시간 동안, 귀하는 화학물질에 어느 정도 노출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노출되지 않았다    ☐2 조금 노출되었다     ☐3 중간정도 노출되었다 
  ☐4 많이 노출되었다    ☐5 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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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없었다     ☐2 약하게 느꼈다     ☐3 중간정도였다     ☐4 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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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없었다     ☐2 약하게 느꼈다     ☐3 중간정도였다     ☐4 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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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없었다     ☐2 약하게 느꼈다     ☐3 중간정도였다     ☐4 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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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있 음       ☐0 없 음 (☞ 없을 경우 14번 문항으로)

10. 사고 발생 이후 처음으로 피부자극(피부 따끔거림 등) 또는 호흡곤란 등의 이상 증상

이 발생한 시점은 대략 언제 이십니까?

 월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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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누출사고는 ○○월○○일, ○○시경) 이후 발생한 증상은? 

주요 증상

☐1_1 호흡기계
☐1호흡곤란   ☐2기침   ☐3가래   ☐4객혈   ☐5천명음
☐6 기타(                   )

☐1_2 인후두계

☐1목안 통증   ☐2코안 통증   ☐3혀감각 이상  ☐4목소리 변화   
☐5콧물        ☐6코막힘      ☐7코피        ☐8후각저하
☐9 기타(                   )

☐1_3 치과계
☐1입이 텁텁함   ☐2침이 많아짐   ☐3침이 마름  
☐4 기타(                   )

☐1_4   안구
☐1안구통증   ☐2눈물    ☐3눈 충혈   ☐4눈 주변 부종
☐5시야 흐려짐   ☐6기타(                    )

☐1_5  피부
☐1피부통증   ☐2가려움   ☐3 발진   ☐4 부종   ☐5수포/딱지
☐6궤양   ☐7기타(                      )

☐1_6  신경계
☐1두통   ☐2어지럼증   ☐3손발저림   ☐4근육에 힘빠짐
☐5기타(                    )

☐1_7 소화기계

☐1식욕저하   ☐2소화불량   ☐3연하곤란  ☐4메스꺼움(오심)   
☐5구역  ☐6구토   ☐7설사     ☐8혈변      ☐9상복부 통증   
☐10가슴부위가 타는 듯한 증상  
☐11하복부 통증   ☐12기타(                      )

☐1_8 심장관련
☐1가슴 두근거림   ☐2가슴 답답함(불편감)   ☐3가슴 조임증상  
☐4 기타(                  )

☐1_9 신경정신계

☐1불안감    ☐2신경과민    ☐3불면증(자다 깨는 증상)   
☐4집중력 저하  ☐5건망증   ☐6우울감    ☐7적대감 
☐8기타(                   )

☐1_10 기타 증상
☐1기력저하  ☐2피로감  ☐3발열감   ☐4근육통증
☐5기타(                   )

12. 위 증상들 중 현재 귀하가 느끼는 가장 불편한 증상은? 

    

가장 불편한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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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_1. 가장 불편한 증상의 현재 호전상태는?

  ☐0 없어졌다           ☐1 많이 호전되었다        ☐2 약간 호전되었다              
  ☐3 변화없다           ☐4 약간 악화되었다        ☐5 많이 악화되었다

13. (누출사고는 ○○월○○일, ○○시경) 이후 가스 노출에 의해 발생한 증상 중 현재까

지 지속되는 증상이 있습니까?

  ☐0 없 음 (☞ 없을 경우 14번 문항으로)      ☐1 있 음 

13_1. 현재 지속되는 증상은?      

     

현재까지 지속되는 증상

14. 과거병력 ; 아래 질환을 앓은 적이 있습니까?

  ☐1 당뇨   ☐2 고혈압   ☐3 천식   ☐4 폐결핵   ☐5 폐쇄성 폐질환  ☐6 백내장 
  ☐7 녹내장 ☐8 안구건조증  ☐9 상악동염(축농증)  ☐10 (알레르기성 포함) 비염  
  ☐11 (아토피성, 알레르기성 포함) 피부질환    ☐12 신경정신과 질환  
  ☐13 기타 질환 (                ) 

15. 흡연하십니까?    ☐0아니오  ☐1예  ☐2피우다 끊음  

  하루 (     )갑, 기간 (     )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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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예   ☐0아니오   진료 내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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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현재 가장 염려되는 신체적 이상은 무엇입니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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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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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ck 불안 척도 > (BAI)

문                   항

전혀 
느끼지
않았다 

(0)

조금

느꼈다

(1)

상당히

느꼈다

(2)

심하게

느꼈다

(3)

1. 가끔씩 몸이 저리고 쑤시며 감각이 마비된 느낌을 
받는다.  ① ② ③

2. 흥분된 느낌을 받는다.  ① ② ③

3. 가끔씩 다리가 떨리곤 한다.  ① ② ③

4. 편안하게 쉴 수가 없다.  ① ② ③

5. 매우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  ① ② ③

6. 어지러움(현기증)을 느낀다.  ① ② ③

7. 가끔씩 심장이 두근거리고 빨리 뛴다.  ① ② ③

8. 침착하지 못하다.  ① ② ③

9. 자주 겁을 먹고 무서움을 느낀다.  ① ② ③

10. 신경이 과민되어 있다.  ① ② ③

11. 가끔씩 숨이 막히고 질식할 것 같다.  ① ② ③

12. 자주 손이 떨린다.  ① ② ③

13. 안절부절 못해한다.  ① ② ③

14. 미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  ① ② ③

15. 가끔씩 숨쉬기 곤란할 때가 있다.  ① ② ③

16.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  ① ② ③

17. 불안한 상태에 있다.  ① ② ③

18. 자주 소화가 잘 안되고 뱃속이 불편하다.  ① ② ③

19. 가끔씩 기절할 것 같다.  ① ② ③

20. 자주 얼굴이 붉어지곤 한다.  ① ② ③

21. 땀을 많이 흘린다. 
   (더위로 인한 경우는 제외)  ① ②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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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사건충격척도 개정판
(IES-R-K; Impact of Event Scale-Revised Korean version)
지난 기간동안 화학물질 누출사고와 관련하여 얼마나 고통 받았는지 표시하십시오.

문                   제 전혀
없다

드물게
있다

가끔
있다

자주
있다

많이
있다

1. 그 사건을 상기시켜 주는 것들이 그 사건에 대한 
   감정(느낌)을 다시 되살아나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수면을 지속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다른 일들로 인해 그 사건을 생각하게 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그 사건 이후로 예민하고 화가 난다고 느꼈다. ① ② ③ ④ ⑤

5. 그 사건에 대해 생각하거나 떠오를 때마다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에 회피하려고 했다. ① ② ③ ④ ⑤

6. 내가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 사건이 생각난다. ① ② ③ ④ ⑤

7.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거나, 현실이 아닌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8. 그 사건을 상기시키는 것들을 멀리하며 지냈다. ① ② ③ ④ ⑤

9. 그 사건의 영상이 나의 마음속에 갑자기 떠오르곤 
했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신경이 예민해졌고 쉽게 깜짝 놀랐다. ① ② ③ ④ ⑤

11. 그 사건에 관해 생각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그 사건에 관하여 여전히 많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신경 쓰고 싶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⑤

13. 그 사건에 대한 나의 감정은 무감각한 느낌이었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마치 사건 당시로 돌아간 것처럼 느끼거나 
행동할때가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그 사건 이후로 잠들기가 어려웠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그 사건에 대한 강한 감정이 물 밀 듯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① ② ③ ④ ⑤

17. 내 기억에서 그 사건을 지워 버리려고 노력했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집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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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그 사건에 관한 꿈들을 꾼 적이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21. 내가 주위를 경계하고 감시하고 있다고 느꼈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는 그 사건에 대해 이야기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① ② ③ ④ ⑤

(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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