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단계� �:� 작업� 전·중·후에� 근육� 긴장완화� 스트레칭� 실시하세요�!

질식위험공간� �(밀폐공간�)이란�?

요통
예방 스트레칭� ·� 올바른� 들기자세� �3�N� 실천하기

질식
예방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2단계� �:� 올바른� 들기자세� �3�N� 실천과� 중량물� 취급방법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세요�!

두 손을 깍지 낀 상태로 머리 위로
두 팔을 쭉 뻗어 허리와 어깨 펴기

- 환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①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한 건강장해 또는 ②인화성물질에 의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
   ※ 밀폐공간은 닫힌 공간이 아닌 공기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제한된 공간을 말함.

한쪽 무릎은 굽히고 다른 쪽 무릎은
뻗은 상태로 뻗은 다리의 발꿈치를
위로 올리기

오른쪽 팔을 왼쪽 가슴으로 뻗은 후
왼쪽 팔로 오른쪽 팔꿈치를 끌어당기기

한 팔은 머리 뒤로 구부리고 다른
팔로 반대팔 뒤꿈치를 아랫방향으로
지그시 누르기

�3�N
실천
운동

중량물
취급
주의

상·하수도 맨홀 용접 비파괴 배관 음식물 저장 내부 폐수 침전조 반응기, 원료저장탱크 콘크리트 양생장소

밀폐공간 작업 필수 3대 안전수칙

작업전·작업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작업전·작업중 환기 실시

구조작업시 송기마스크 등 보호장비 필히 착용

①

②

③

※ 질식재해예방 장비를 무상 대여해드립니다! (담당자: 고미선과장, 032-5100-538)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기> <환기팬>

<송기마스크 및 공기호흡기> <구조용 삼각대>

�3대
캠페인

중부지역본부 업무상질병예방



※ 자세한 내용 및 자료는 아래 홈페이지를 활용하세요! ※

인천근로자건강센터(http://icwhc.or.kr)/자료실
센터 담당자 연락처 032-260-3661~2

공단 담당자 연락처 032-510-0531~8

�3대
캠페인

응급
조치 심정지�/무호흡� 발생� 후� �5분이� 생사� 결정�!�!

업무상질병은� 줄이고�,� 근로자� 건강은� 높이고�~�~�~�~�~

뇌심혈관질환이란�?
- 뇌 속에 있는 혈관이 막히거나(뇌경색) 혈관이 터지거나(뇌출혈), 심장근육을 둘러싸고 있는 혈관이 좁아져 (협심증, 심근경색) 발생하는 질환

전조증상은�?

심폐소생술� 실시

자동제세동기�(�A�E�D�)� 활용

병원� 후송

심정지�/무호흡� 발생� 후� �5분� 내� 심폐소생술�/자동제세동기� 활용

- 얼굴·몸 한쪽에 느낌이 없음, 어지러움, 두통, 말이 어눌해짐, 호흡곤란, 가슴 압박감과 통증

- 심정지/무호흡 발생 후 3시간 이내 신경외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으로 후송

�5분심정지
발생 �1�0분

회복가능 뇌손상� 시작 뇌손상� 진행 심각한� 뇌손상� 및� 뇌사

가슴압박
�(�3�0회�)

�1�1�9구조요청�,� 
자동제세동기

반응확인
심폐소생술
반복시행

인공호흡
�(�2회�)

자세교정

전원 켜기
패드 부착,
기기 연결

심장리듬분석
제세동버튼

누르기
종결 또는 심폐
소생술 반복

요통 예방 : 작업 전·중·후 스트레칭 실시, 3N 운동 실천

질식재해 예방 : 작업 전·중 산소·유해가스 농도측정, 환기, 송기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

뇌심혈관질환 예방 : 금연, 절주, 운동 실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지방고용노동지청 중부지역본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지방고용노동지청 중부지역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