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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근로자 생식장해 예방 세부 가이드

(1) 생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거나 의심되는 화학물질 및 작업 조건에 대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며, 그 악영향을 확인하여 보호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2) 화학물질은 근로자들 및 그 아이들이 화학물질로 인한 악영향으로 고통 받기 전에 통제되어야만 한다.

(3) 정부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책임을 갖는다.

(가) 알려졌거나 의심되는 생식유해인자에 노출된 근로자 집단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요구되며,  

그 적절한 시험을 수행하여 생식 건강 유해성을 감지하여야 한다.

(나) 건강기준을 마련할 때 생식건강을 고려한다.

(다) 근로자들이 일하는 작업장 및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해 알려졌거나 의심되는 생식 유해성의 

영향 및 보호방법을 알려야 한다.

(라) 남성 및 여성 근로자 모두 그 직업에서 생식 유해성에 노출될 잠재성이 있다면 전직을 할 권리를 갖는다.

(4) 근로자들, 안전보건책임자 및 조합은 또한 조치를 취할 책임을 갖는다.

(가) 산업체와 정부에 생식 건강 유해성에 대한 더 많은 연구를 수행하고 모든 근로자들의 생식 건

강을 보호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나) 배제 정책을 없애는 계약서를 만들거나, 필요한 경우 전근의 권리를 제공한다.

화학물질에 의한 근로자 
생식장해 예방가이드(2)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화학물질센터 연구원

임 경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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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해성을 판별하게 하는 방법으로 근로자들의 생식 건강 이력을 기록한다.

(라) 모든 근로자들을 생식 유해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일을 하는 기존 및 새로운 그룹을 조직한다.

(마) 그 나라에서 기준을 제정하는 과정이 있다면 참여한다.

(5) 근로자들과 조합은 각 작업장이 일하기에 건강하고 안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오직 이 방법만이 근

 로자들 작업장에서 유해환경에 노출되어 그들의 생식 건강 또는 아이들의 건강에 유해하지 않다고  

 확신할 수 있게 할 것이다.  

(6) 생식 건강 보호를 위해 기억해야 할 사항

(가) 모든 근로자의 생식계 건강을 지키기 위해, 화학물질, 방사선, 생물학적 인자 및 스트레스가 많

은 작업조건은 제거되거나 적어도 가능한 많이 저감되어야 한다.

(나) 대부분의 산업에서 가임기 여성은 생식계 건강에 유해한 것으로 알려졌거나 의심되는 유해성

이 있는 작업을 거부하도록 하는 배제정책을 채택하였다. 이런 정책들은 근로자들이 임신기간 

중 다른 일로 옮기는 것을 요구한다.

(다) 비록 가임기 여성이 어떤 작업들에서 그 유해한 것들을 방어하기 위한 시도를 하더라도 이

런 정책들은 가임기 남성들에게까지 같은 방어를 연장하지는 않는다.

(라) 근로자들이 임신기 또는 아이를 갖는 것을 계획하는 동안 다른 작업으로 전환하게 하는 정책

들은 그 작업장이 생식계 건강에 악영향이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만들 수 있을 때 까지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부서이동 정책은 특정 그룹의 근로자들이 고용 또는 작업 전환 규정과 

구별하지 않을 것이다.

(마) 임신 또는 가임기 여성근로자가 이동할 다른 마땅한 작업이 없다는 이유로 태아가 유해함에 

노출될 작업에 놔두지 않아야 한다. 이런 선택은 어떤 근로자에게도 선택되어서는 안 된다.

(바) 모든 근로자들의 생식계 건강을 완벽히 지키는 데는 더욱 많은 일들이 요구된다.

(사) 화학물질에 대한 더 많은 연구와 규정이 요구된다.

(아) 정부는 근로자들의 생식계 건강을 지키는 다양한 활동들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자) 근로자들, 안전보건책임자 및 노동조합은 또한 이 목적들에 해당하는 다양한 활동들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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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화학물질명 CAS 번호

1A2)

2-브로모프로판 75-26-3

아세네이트 연 7784-40-9

와파린 81-81-2

일산화탄소 630-08-0

크롬산 연(Cr, Pb) 7758-97-6

1B3)

디메틸아세트아미드 127-19-5

디메틸포름아미드 68.12.2

디부틸 프탈레이트 84-74-2

디(2-에틸헥실)프탈레이트 117-81-7

2-메톡시에탄올 109-86-4

배노밀 17804-35-2

벤조(a)피렌 50-32-8

붕소산 사나트륨염(무수물) 1330-43-4

붕소산 사나트륨염(오수화물) 12179-04-3

붕소산 사나트륨염(십수화물) 1303-96-4

1-브로모프로판 106-94-5

산화 붕소 1303-86-2

수은(아릴 및 알킬 화합물 제외) 7439-97-6

2-에톡시에탄올 110-80-5

2-에톡시에틸아세테이트 111-15-9

에틸렌 글리콜메틸에테르 아세테이트 110-49-6

2,3-에폭시-1-프로판올 556-52-5

오산화바나듐 1314-62-1

1,2,3-트리클로로프로판 96-18-4

포름아미드 75-12-7

24)

노말-헥산 110-54-3

니트로벤젠 98-95-3

니트로톨루엔(오르토, 메타, 파라-이성체) 88-72-2

디니트로톨루엔 25321-14-6

메틸 이소시아네이트 624-83-9

산화카드뮴(제품 및 흄) 1306-19-0

시클로헥실아민 108-91-8

3-아미노-1,2,4-트리아졸(또는 아미트롤) 61-82-5

아크릴아미드 79-06-1

알릴글리시딜에테르 106-92-3

이황화탄소 75-15-0

카드뮴 및 그 화합물 7440-43-9

톨루엔 108-88-3

피페라진 디하이드로클로라이드 142-64-3

2-헥사논 591-78-6

수유독성5) 린데인 58-89-9

<부록 1>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생식독성 물질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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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 결과

생식독성이 입증됨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 근거)

마취 가스 유산, 사산

디에틸 스틸베스트롤(DES) 암

B형 간염 선천성 간염, 간암

유기 수은 뇌성마비, 두뇌 기형

납 유산, 조산

폴리염화비페닐(PCBs) 저체중아

방사선 유산, 두뇌 결함, 골격 결함

생식독성이 의심됨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 근거)

일산화탄소 성장저해

세포독성 제제 유산

산화에틸렌 유산

헥사클로로펜 선천적 결함

유기용제 구순구개열, 유산, 신생아 감염, 소아암, 미숙아

육체적 스트레스(열 포함) 유산

2,4,5-트리클로로페놀 두뇌 결함

염화비닐

생식독성이 의심됨 (동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 근거)

아크릴로니트릴

비소

카드뮴

다이옥신

글리코에테르

무기 수은

유기염소계 농약

폴리브롬화 비페닐(PBBs)

<부록 2> 근로자 생식장해 유발인자의 유해성과 그로 인해 발생되는 장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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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남성 근로자에게 생식계 장해를 일으키는 인자들

유해인자 관찰된 종간 영향 (h=사람, a=동물) 유해성이 발생될 수 있는 직업의 예

알코올 h 사회적 유해물

알킬화 제제 h, a 화학물질 및 약품 제조

마취가스 a, h 의료, 치과 및 수의과 근로자

아산화질소

카드뮴 h, a 축전지 ; 용광로 근로자

이황화탄소 h, a 비스코스 레이온 제조; 토양 관리자

사염화탄소 a 화학 실험실 ; 드라이크리닝

디에틸스틸베스테 a, h DES 제조

롤 (DES)

클로로프렌 h, a 가죽 근로자

산화에틸렌 a, h 건강관리 종사자 (소독약), 에폭시 수지 사용자

모발염색약 a 화장품 제조자, 미용사 및 이발사

납 h, a 축전지, 경찰 ; 용광로 근로자

망간 h 용접공, 용광로

니켈 a 용광로, 용접공

유기수은 화합물 a 농약 근로자

트리스 (방염가공) a, h 의복 및 옷감 근로자

농약 a, h 농장 근로자 ; 농약 제조, 바르는 사람

디브로모클로로프 (DBCP) 해충구제 근로자

로판

염화비닐 h 폴리염화비닐 제조 및 가공

이산화탄소 상승 a 양조장 근로자 ; 화학물질 제조

온도상승 h, a 제빵사; 유리가공업자 ; 주조 및 오븐 근로자

마이크로파 h, a 전파 관리자; 항공기 승무원 ; 송발신기 조작자 

X-방사선 h, a 의료 종사자 ; 방사선 근로자

산업보건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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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결과

알킬화 제제 제약 근로자

마취 가스* 수술실 근로자 (치과 및 수의과 근로자 포함)

비소 농업 근로자

벤젠 화학업 근로자, 실험실 기사

일산화탄소 옥외 근로자, 흡연 사무실

염화탄화수소 실험실 근로자, 선박 근로자

디에틸 스틸베스테롤* 제약 근로자

디메틸 설폭사이드 실험실 근로자

다이옥신* 농업근로자

감염 제제 건강관리 근로자, 사회사업가, 교사, 동물취급 근로자, 도축 근로자

루벨라 바이러스* 검사원, 세탁소 근로자

사이토메갈로 바이러스 -

허르페스 바이러스 -

호미니스 -

톡소플라즈마 -

매독균* -

이온화 방사선* X-레이 기사와 기술자, 원자력 근로자, 제약 근로자

유기수은 화합물 -

유기인산 농업근로자

농약 -

디에프피(DFP) -

파라티온 -

캅탄 -

카바릴 -

테람 -

폴리염화 비페닐* 전기작업 근로자, 현미경 사용자(이멀젼오일)

<부록 4> 임신 중 노출로 생식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들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이해 46

* 사람에서 영향 알림



D
e

e
p

 I
n

fo
rm

a
ti

o
n

51

산업보건 3월호

1.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31호,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2.  1A : 사람에게 성적기능, 생식능력이나 발육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할 정도로 사람에서의 증거가 있는 물질

3.  1B : 사람에게 성적기능, 생식능력이나 발육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할 정도로 동물시험 증거가 있는 물질

4.    2 : 사람에게 성적기능, 생식능력이나 발육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의심할 정도로 사람 또는 동물시험 증거가 있는 물질

5.  수유독성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①  흡수, 대사, 분포 및 배성에 대한 연구에서, 해당 물질이 잠재적으로 유독한 수준으로 모유에 존재할 가능성을 보임

②  동물에 대한 1세대 또는 2세대 연구결과에서, 모유를 통해 전이되어 자손에게 유해영향을 주거나, 모유의 질에 유해영향을 준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음

③  수유기간 동안 아기에게 유해성을 유발한다는 사람에 대한 증거가 있음

참고 주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