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스 기사 박씨 (60세)는 여객에 입사하여 농어촌버스 운전업무를 해왔습니다. 야간근무와 장시간운전을 병행

하였으며, 2달 전 부터 업무의 피로감이 있어 휴가를 사용하고 싶었으나 대리기사배정을 받지 못하고 계속 일해 오다가 

간헐적 두통이 있어 두통약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버스운행을 마치고 귀가 후 자택에서 누워있던 중 귀에서 

큰소리와 함께 왼쪽 편마비가 발생하여 119를 불러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되어 ‘뇌출혈’을 진단받았습니다. 

안전관리 검사원 황씨 (44세)는 19시부터 작업을 시작하여 03:00경 갑자기 두통 및 어지러움을 심하게 느껴 동료에게 

몸상태가 좋지 않다고 말하고 먼저 퇴근하였습니다. 04:00경 잠이 들었고 평소에는 14~15시경 잠에서 깨어 다시 출근

준비를 하는데, 평소와 달리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였고, 20:30경 동료직원이 황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여겨 전화를 하였습니다. 황는 전화벨 소리를 듣고서야 잠에서 깨어 동료와 통화를 하였고, 평소와는 너무 다른 발성이 

나오면서 말이 심하게 꼬이기 시작했고 급기야 얼굴이 마비되는 증상까지 느껴져 동료에게 출근하기 힘들겠다고 말한 후 

근처 병원에 갔으나 진료가 끝난 상황이어서 가까운 약국에서 우황청심원을 먹고 다음날 아침 병원에 가서 MRI검사상 

‘급성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판매 및 고객서비스 관리자 김씨 (44세)는 출근하여 자동차담당자와 1시간 이상 회의를 하면서 스타터불량관련

으로 업무부담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아왔으며, 이후 영하날씨의 실외에 방치된 차량으로 이동하여 1시간 정도 부품 회수

작업을 하였습니다. 또한 출장에서 복귀하는 도중에도 2차례 불량관련 전화를 받아 통화 후 한숨을 쉬면서 가슴 불편감을 

호소하였습니다. 회사 복귀 후 회수한 스타터부품을 클레임실에 놓고 사무실로 이동하여 컴퓨터를 켜다가 갑자기 쓰러져 

심폐 소생술을 진행하였으나, 의식을 찾지 못하였고 병원으로 옮기던 중 ‘심근경색’으로 진단받고 사망하였습니다.

주차관리 및 경비원 차씨 (61세)는 주차관리 및 경비업무 중 오후 2시경 주차타워 입구에서 장례식장 화장실을 

나오다가 장례식장 1층 로비에서 어지러움을 느껴 119를 요청하였고 병원에서 ‘협심증’으로 진단받았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나의 뇌 ·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수준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공단 앱 다운로드 : 구글 play스토어(Android), 앱스토어(iOS)에서 ‘안전보건공단’검색 후 설치

근로자의 건강은
일터에서부터!

뇌·심혈관질환 예방 편

뇌혈관질환과 심장질환을 합친 용어로 순환기계질환이라고도 하며, 혈관이 좁아지거나 작은 핏덩어리 같은 것에 의해 혈관이 
막혀 발생하는 허혈성 뇌·심혈관질환과 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출혈성 뇌·심혈관질환으로 구분합니다.

작업관련인자가 발병요인으로 일부 관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직장 근로자들에게 발생한 뇌 ·심혈관질환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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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 ·심혈관질환이란? 

작업관련 뇌 ·심혈관질환이란? 

뇌 ·심혈관계 질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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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건강(Health)을 증진시키면 노·사의 행복(Happiness)이 
증진되어 사업장 전체가 인간적 휴머니즘(Humanity)이 증진된다는 의미

근로자의 건강은 일터에서부터!
뇌·심혈관질환 예방 편 

구분 위험요인 평가 (O/X)

교정 가능 
요인

개인적 요인 건강상태 요인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비만 

생활습관 요인 흡연, 운동부족 

작업관련 요인 화학적 요인 이황화탄소, 염화탄화수소, 일산화탄소,  
메틸렌클로라이드, 니트로글리세린

물리적 요인 소음, 온열작업, 한랭작업

사회 심리적 요인 업무량 및 업무자율성

작업 관리적 요인 교대근무, 야간근무

복합적 요인 운전 작업

교정 불가능
요인

개인적 요인 유전적 요인 연령, 성, 유전, 성격 

작업관련 요인 정신적 요인 심각한 급성 심리적 스트레스

신체적 요인 급작스러운 과도한 힘의 사용

예방단계 내용

1차
교정을 통한 근원적인 예방 단계 •  뇌 ·심혈관질환 의 교정가능 위험요인을 제거,  

 기초질환 (고혈압, 당뇨, 이상 지질혈증 등) 관리

2차
뇌 ·심혈관질환 질병단계이나  

아직 본인이 못 느끼는 단계

• 뇌 ·심혈관질환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게 방지

• 뇌 · 심혈관질환의 조기발견 및 평생관리

3차
이미 발병한 뇌 ·심혈관질환자들이  

남아있는 신체기능을 최대한 보전하는 단계

• 재활치료를 통한 직장 복귀

뇌 ·심혈관계 질환의 발병 위험요인 평가하기

뇌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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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건강센터 이용하기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근로자건강(질병)에 대한 모든 상담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 상 : 50인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전문가현황 : 직업환경전문의, 임상심리사, 운동처방사, 산업간호사, 산업위생기사, 물리치료사 등 

Tel  1577-6497· 1588-64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