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탄올(메틸 알코올) 급성중독 발생 경보

재해개요

재해발생원인

메탄올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메탄올(CH3OH, CAS No.: 67-56-1)의 특성 및 건강영향

최근 경기도 부천 소재 핸드폰 부품을 생산하는 사업장 2개소에서 근로자 4명이 CNC 절삭작업과 검사작업을 하다가 

고농도의 메탄올 증기를 흡입하여 급성중독 발생

※ CNC 설비에서 가공시 발생하는 열을 식히는 용도로 100% 메탄올 사용

* 초기에는 심한 두통과 구역질 증상이 있었다가 악화되어 현재 시력손상

● 환기가 불충분한 CNC가공공정에서 작업

           메탄올을 취급하는 CNC가공공정에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효율이 매우 낮았고 에어건으로 제품표면의

이물질(알루미늄 칩 및 메탄올)을 제거하는 작업 등으로 인해 메탄올 증기가 작업장 내부로 확산·체류

● 송기마스크 등 개인보호구 미지급

           작업장 내 고농도의 메탄올 증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호흡용보호구(송기마스크)를 미지급·미착용 함으로써 메탄올 

증기를 그대로 흡입

● 저독성 물질로 대체

    - 메탄올의 대체물질인 에탄올로 대체

● 작업장의 충분한 환기 실시

    - 메탄올을 취급하는 작업장에는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 · 가동

● 특수건강진단 및 작업환경측정 실시

    - 신경계 및 눈/피부/비강/인두의 점막자극 검사(특수건강진단)를 정기적으로 실시

    - 6개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 노출기준 이내로 관리

       (노출기준 TWA 200ppm, STEL 250ppm)

● 작업관리 및 보호구 착용 등

    - 송기마스크, 보안경, 불침투성 보호복, 보호장갑, 보호장화 등 개인보호구 착용

    - 취급 작업장내 MSDS 게시 · 비치, 용기·포장 등에 경고표지 부착

    - 취급 근로자에 대한 MSDS(물질 특성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 교육 실시

용 도 포름알데히드 제조, 화공 약품, 용제 및 연료로 사용

일반적 특성 코를 찌르는 듯한 알코올 냄새가 나는 무색의 인화성 액체

노출경로 흡입, 피부흡수

유해성 위험성 고인화성 액체 및 증기. 눈에 심한 자극 및 호흡기계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졸음 또는 현기증을 일으킬 수 있음. 태아 

또는 생식능력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 신체 중 중추신경계, 소화기계 및 시신경에 손상을 일으킴. 장기간 또는 반복

노출 되면 신체 중 중추신경계 및 시신경에 손상을 일으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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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관리자)는 화학물질을 취급하기 전에 

반드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확보하여 

유해성·위험성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세면·목욕 등을 할 수 있도록 세척시설을 

설치하고, 작업 후에는 작업복과 노출된 신체

부위를 깨끗하게 세척하여야 합니다.

작업시에는 화학물질 발산원을 밀폐하거나 

환기설비(국소배기장치, 환풍기 등)를 가동하여 

화학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하여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평가하고, 작업

환경을 개선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MSDS를 게시·비치

하고, 용기 및 덜어 쓰는 용기 등에 반드시 경고

표지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실내작업장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먹어서는 안됩니다.

취급근로자에게 반드시 인체에 미치는 영향, 

취급시 주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화학물질 취급으로 신체에 이상(구토, 호흡곤란, 

피부발진 등)이 발생되면 반드시 관리자에게 보고

하고 의사의 적절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 본 자료는 근로자들이 작업 현장에서 항상 볼 수 있는 장소에 부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에게 적합한 개인보호구(방독마스크, 

보호복 등)를 지급 및 착용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특수건강

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메틸알코올, 벤젠, 신나 등을 포함하여 사업장

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물질을 말합니다.

화학물질

안전보건
관리

10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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