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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환경에서 생식과 발달 건강 위해도의 규모와 특성을 파악하고, 통제하는 것은 활발한 학

술 조사의 영역이다. 일부 화학 물질들의 경우에는 생식과 발달 건강 위해도에 관한 과학적, 역

학적, 독성학적 데이터가 잘 알려져 있지만 대부분의 화학 물질과 물리적·생물학적 제제에 대

한 데이터는 제한적이며, 때로는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결과적으로 사업장에서의 잠재

적인 생식 건강 위험요인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에 대해 상당한 불확

실성이 생기게 된다. 이에 미국직업환경의학회(The American College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ACOEM)는 임상의사와 직업환경 전문의들이 생식과 발달의 위해도

와 불확실성을 관리하는 것을 도울 목적으로 이 지침서를 개발하게 되었다. 본 지침에서는 작업

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식과 발달 위해도의 정도를 평가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해당 위해도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관리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배경 (BACKGROUND)

미국직업안전보건국(OSHA)의 허용 노출 한도(PELs) 또는 미국산업안전위생협회(ACGIH)의 

허용농도(TLVs) 등, 공표된 화학물질의 산업적 노출 한계들은 대부분의 경우 생식과 발달 건강 

영향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예방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결정되었다. 따라서 여러 화합물에 

대한 OSHA 노출 한도를 준수하는 것만으로는 생식 건강을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근로자들에게는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식 건강 위험요인을 알 권리와 심각한 생식 건강 

위해도가 없는 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있다.

생식 독성은 고전적으로 환경적 물질의 노출에 의해 남성 또는 여성의 생식계에 악영향이 발

생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이 독성은 여성 또는 남성의 생식 기관 혹은 관련된 내분비계의 변질, 

비정상적인 임신 결과 등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생식 독성의 다른 일부의 정의에서는 자손에게 

발생하는 후속 효과도 포함하고 있다. 발생 독성은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정의될 수 있다. “발생 

과정 중, 혹은 출생 이후 성 발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수정 전 어느 한 쪽의 부모의 노출에 의

한 발생 중 개체의 악영향 발생, 이런 악영향은 생애 주기 중 어떤 과정에서도 확인될 수 있다.”

미국에서는 특정 업무 혹은 유형의 근로자로부터 많은 수의 근로자를 명백히 제외시키는 포괄

적인 ‘태아 보호 정책’이 불법이다. 미국 대법원은 Johnson Controls 판결에서, 사업주는 가임기 

여성을 납에 노출될 수 있는 직업에서 제외시킬 수 없고, 임산부의 고용 제한은 오직 직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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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과 관련되어야하며, 태아의 노출을 결정하는 것은 충분한 지식을 교육받은 모체의 권리여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따라서 잠재적인 생식과 발달 위험요인에 대한 직업적 노출 감소와 근로 제

한에 대한 결정은 각 근로자와 작업장에 대한 개별 위험 평가를 토대로 해야 하며, 관련 정책들은 

반드시 성 차별적이지 않아야 한다. 

직장의 생식독성 문제

(MAGNITUDE OF WORKPLACE REPRODUCTIVE HEALTH PROBLEMS)

여성 근로자가 1970년 3천만 명에서 2015년 7,300만 명으로 증가했지만, 많은 독성 물질들이 

남성과 여성 모두의 생식 기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생식과 관련된 위험요인 관리를 가임기 

여성에 관한 것으로 국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는 생식계 독성 물질에 노출될 위해도가 

높은 남녀 근로자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신뢰할만한 추정치가 없다. 그러나 근로자와 일

반 대중의 생식 보건에 관한 문제 제기는 임상과 미디어 모두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다.

역학자료 (EPIDEMIOLOGICAL DATA)

생식 독성이나 발생 위해도를 나타내는 특정 독성 물질에 대한 불확실성은, 이러한 문제를 다

루는 역학 연구에서의 방법론적 어려움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연 유산은 흔하게 

일반 인구집단에서 발생하며, 일부 연구에서는 40%의 태아가 첫 월경주기 소실 전에 자연 유산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여성의 인지 없이 자연 유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endpoint

를 모니터링 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다른 부작용들은 노출 그룹의 차이점을 발견하거나, 위험요

인을 밝히기 위해 아주 큰 연구 집단의 크기를 필요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산모의 나이, 성병 감염의 과거력, 성행위의 빈도와 영양 상태와 같은 여러 요인

들이 생식 연구의 교란변수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통계 분석에서 조정하기가 어

렵다.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흡연, 음주, 약물과 마약 사용, 일반적 건강 및 사회 경제적 지위와 

같은 요소는 분석에서 보다 쉽게 조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역학 연구는 연구 설계와 회상 바이어

스(Bias)와 같은 한계점을 염두에 두고, 궁극적으로 특정 독성이나 노출 시나리오가 나타내는 잠

재적인 위해요인 평가의 일부분으로서만 이용 가능한 문헌의 맥락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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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식독성과 유전독성 (REPRODUCTIVE AND DEVELOPMENTAL TOXICITY)

인간의 생식은 남녀 모두에서 임신 이전부터 자손의 출산까지 지속적으로 감수성의 기회와 함

께 시간적으로 정확하게 맞춰진 여러 과정을 포함한다. 자세한 설명은 이 지침의 범위를 벗어나

기 때문에, 인간의 생식과 산과학에 관한 교과서를 부록 A에 첨부하였다. 생식 독성 영향은 부모

와 자손 모두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생식 독성과 다른 독성 영향을 구별하는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태아, 혹은 자손에게서만 나타나는 노출된 사람의 부작용 (예시: 생식 독성 물질에 노출된 남

성은 수태 산물에 영향을 미친다) (2) 자손들이 필요로 할 때까지 분명하지 않고, 오랜 기간 동안 

인지되지 못할 수 있는 불임과 같은 효과 (3) 간헐적으로만 나타나는 정상적인 생식 기능, 직업인 

생식 위험요인에 의해 생식 과정에 장애가 발생하면 광범위한 잠재적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유전특성 (DEVELOPMENTAL TOXICOLOGY)

수정 전 양친 중 한 명에게 노출된 독성 물질, 모체의 임신 중 노출, 출산 후 수유 혹은 아이에

게 직접 노출 등의 경로에 의해 아이에게 발달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돌연변이, 후성 변화, 생

식 세포 DNA에 타격을 주는 독성물질에 의해 발생 독성이 발생할 수 있다(독성물질에 의해 생식 

세포가 사망하지 않는 경우). 배아 세포주와 기관 계통은 서로 다른 중요한 발생 감수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같은 양의 독성 물질에 노출된다 해도 노출이 발생한 시점의 태아와 자손의 발달 

단계에 따라 매우 다른 영향이 발생한다.

“The dose makes the poison”이라는 독성학의 공리는 노출되었을 때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

였을 때만 진실이 된다. 다른 기관계에 대한 중요한 발생 창(window)과 발생 독성과의 연관성에 

대한 자세한 연구가 최근 보고되었다. 독성 물질의 노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발생 부작용에는 

태아나 자손의 죽음, 기형, 기능 변화, 성장 감소, 그리고 암, 심질환, 당뇨 등의 질환의 생애주기 

중 위해도 증가 등이 있다.

생식독성 데이터의 가용성

(AVAILABILITY OF REPRODUCTIVE TOXICOLOGY DATA)

생식독성 물질에 대한 직업적 노출은 호흡기 흡입, 피부에서의 흡수, 경구 섭취를 통해 발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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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그러나 많은 산업 화학 물질의 독성 정보는 제한적이거나, 심지어는 없을 수도 있다. 아

래는 화학 물질과 방사선의 환경적 노출과 사람의 임신 부작용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과학적 증

거를 보고한 논문들을 요약한 것이다. dibromochloropropane(DBCP), 전리 방사선, 납, 2-bro-

mopropane 같은 여러 물질들이 인간의 정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중에

서도 전리 방사선 및 2-bromopropane은 난소의 여포를 파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표 1>

은 직업 및 산업계에서 가장 널리 인식되고 있는 생식 위험요인의 일부를 보여주며, 열거되어 

있는 위험요인들의 상대적인 역가와 생식계에 미치는 영향의 강도는 다를 수 있다. <표 2>는 가

임능력과 및 태아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부 감염원을 나열하고 있다. 동물 독성 연구를 근

거로 하면, 생식 독성이나 발생 독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물질들은 훨씬 더 광범위해진다. 

특정한 작업장 노출의 잠재적 위해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검토는 업무와 직업력을 확인한 후 부

록 A에 나열된 생식 위험요인에 대한 자료를 사용하여 수행할 수 있다.

<표 1> 생식독성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직업 (Potential Reproductive Toxicants by Occupations)

Occupations Potential Reproductive Toxicants
Artists
Athletes
Aviation

Carpenters, loggers
Concrete workers, masons
Divers, commercial

Domestic/building maintenance workers
Dry cleaning workers
Electricians

Electroplaters
Exterminators

Farmers
Firefighters

Floor and carpet layers
Florists and groundskeepers

Food preparers, caterers
Hairdressers, cosmetologists,
nail salon workers

Health care workers

Cadmium, mercury, lead, toluene, organic solvents
Performance-enhancing pharmaceuticals
Hydrocarbons and solvents (n-hexane, tri-ortho-cresyl 
phosphate, aviation fuels) carbon
monoxide
Formaldehyde, arsenic, creosote, toluene
Chromium
Nitrogen narcosis, decompression effects, oxygen toxicity, 
carbon dioxide asphyxia
Cleansers, formaldehyde, hexachlorophene
Chlorinated solvents
Lead, polychlorinated biphenyls (PCBs) and related 
compounds
Cadmium
Pesticides-organophosphates, fertilizers, fungicides, 
nematocides
Infectious agents, pesticides, fertilizers, diesel exhaust
Carbon monoxide, other products of combustion (acrolein, 
cyanide) hyperthermia
Solvents (adhesives and glues)
Pesticides: organophosphates and organochlorines, fertilizers, 
fungicides, nematocides
Phthalates, infectious agents, alcohol-based food warmers
Solvents, formaldehyde, phthalates, dyes 
(paraphenylenediamine), thioglycolate, cosmetics
containing lead and/or nanoparticles
Waste anesthetic gases, ionizing radiation, ethylene oxide, 
antineoplastic agents, infectious
ag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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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cupations Potential Reproductive Toxicants
Jewelers
Mechanics

Military personnel
Morticians
Painters, furniture refinishers

Plumbers

Police and security guards

Printers
Roofers, road/transportation workers

Sanitation and sewer workers
Service workers
(food service, personal care, retail)
Semiconductor and electronics industry 
workers
Ship and dockyard workers
Shoemakers
Smelters and metal re-claimers
Veterinarians and animal care workers

Solvent degreasers, soldering fluxes
Degreasers, trichloroethylene, lead, carbon monoxide, diesel 
exhaust, ethylene glycol
Lead, explosives-nitrates, solvents, degreasers
Formaldehyde, infectious agents
Methylene chloride (carbon monoxide), lead, solvents (toluene, 
Stoddard solvent), isocyanates,
glycol ethers
Lead, chlorofluorocarbons, glues and solvents (toluene, styrene) 
metal soldering flux
Assault, lead, nitrates, selenium, solvents – clandestine drug lab 
chemicals
Toluene, solvents, glycol ethers
Carbon monoxide,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coal tar, 
asphalt fumes)
Asphyxiants (Hydrogen sulfide, methane), infectious agents
Phthalates, infectious agents

Glycol ethers, arsenic compounds

Lead, styrene, glycol ethers
Solvents (benzene, hexacarbons, vinyl chloride)
Lead
Anesthetic gases, ionizing radiation, pesticides, infectious agents

<표 2> 출산율 및 태아발육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인자 (Infectious Agents Affecting Fertility and Fetal Development)

Organism Occupational
Risk

Sterility
(M, F)

Perinatal
Mortality Prematurity IUGR Other Perinatal/

Neonatal Outcomes
Herpes simplex II Health care F > M + + + Meningitis, seizures

Hepatitis B Health care, sex workers - - - ? Carrier state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ealth care, sex workers - ? + +

Cytomegalovirus Health care - + + + Meningitis, seizures

Parvovirus B19
Institutional outbreaks
(schools, day care
centers, human services)

- + - - Fetal anemia, hydrops

Rubella Health care, schools, day care - + + +
Meningitis, seizures, cardiac 
defects

Leptospira interrogans Agriculture, sewerage workers - + + ?
Spontaneous abortion, 
Jaundice, Hepatorenal 
failure

Listeria monocytogenes Agriculture, animal care - + + +
Spontaneous abortion, 
neonatal
sepsis, jaundice, meningitis

Brucella spp. Agriculture, animal care - - + +
Spontaneous abortion,
Epididymo-orchitis

Toxoplasma gondii Animal care (cats) - + + +
Meningitis, seizures, sepsis, 
chorioretinitis, microcephaly

Zika virus Outdoor workers - + - +
Microcephaly, intercranial
calcifications

IUGR, intrauterine growth restr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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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식 및 유전독성 위험 평가의 기본틀

(FRAMEWORK FOR THE ASSESSMENT OF REPRODUCTIVE AND 

DEVELOPMENTAL HEALTH RISKS)

직업성 위험요인으로부터 비롯된 위해도와 마찬가지로, 직업적인 생식과 발달 위해도의 평가는 

위험의 인지, 용량 - 반응 평가(적용이 가능한 경우), 노출 평가 및 위해도 특성 분석을 포함한 여

러 단계로 이루어지게 된다. 위해도를 평가하는 과정에는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독성학자, 산부인

과 의사와 산업 위생사 및 기타 보건 전문가 등 다학제적 직업보건 전문가 단체가 필요할 수 있다. 

일부 사업장은 종합적인 직업의학과 산업위생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작업장 전체에서 작업장의 

노출과 위험요인을 평가할 수 있다.

공학적으로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 사업장의 기존 위생 데이터들을 확인해보면 올바른 작업 수

행과 적절한 개인 보호장구(PPE)를 통하여 화학물질들의 공기 중 농도를 매우 낮거나 검출되지 않

는 수준으로 관리하고, 피부 노출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용 중인 화학 물질에 

대해 검토할 때는, 특정 농도에서 생식과 발달 위험요인이 될 수 있는 물질들의 그룹을 확인해야 한

다(독성학 데이터베이스의 한계성 인식). 생식과 발달 독성 연구의 새로운 과학적 연구 정보를 정기

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위해도의 특성을 시기적절하게 업데이트 할 수 있다.

의학적, 직업환경적 과거력을 철저히 조사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추가적으로, 과거의 일상적인 

의학적 과거력과 수술력, 가족력, 처방 내역은 물론이고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약제의 사용

력도 조사되어야 하며, 여성에게는 부인과 및 산과 병력도 필요하며, 여기에는 남편의 생식 과거력 

또한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무거운 물건을 드는 일, 고된 신체 작업과 같이 여러 직업에서 노출되

게 되는 작업이 임신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 요소들도 직업력 조사에서 확인

될 필요가 있다.

 

근로자들이 직장과 가정에서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화학적, 물리적, 생물학적 물질들의 노출 내

역을 상세히 조사해야 하며, 여성 본인뿐만 아니라 남편의 작업 노출도 확인해야 하며, 활성 성분

뿐만 아니라 비활성 성분들도 포함되어야 한다. 작업장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물질들의 구성 요소를 

확인하는 데 유용한 MSDS(Safety data sheets, 안전 데이터 시트)를 사업주를 통해 확인할 수도 

있다. 음주, 흡연, 운동, 취미, 다른 약물의 사용, 개인 위생 용품, 세정제와 같은 청소용품들의 사

용력과 같은 부모의 사회적, 개인적인 비직업적 과거력, 과거의 생식의학적 과거력 또한 자녀의 생

식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고려될 필요가 있다. 

사업주와 남편이 직장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노출되고 있는 물질들에 대한 위험의 평가는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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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들이 생식과 발달 위해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해 완료될 필요성이 있다. MSDS는 

물질의 구성 성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조사는 영업 비밀을 이유로 재

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보류할 수 있으므로 제품의 모든 성분의 신원을 밝히지 않을 수 있다. 또한 

MSDS의 수준과 세부 사항은 제작자의 자원과 역량 수준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종종 성분의 잠

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생식과 발달 독성에 관한 정보가 제한적이거나 없을 수도 있다. 따라서 

MSDS의 독성학 정보에만 의지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 연합의 새로운 조례에 따라 제조사는 United Nations Global Harmonized 

System에서 제정한 계획에 따라 잠재적인 생식 독성 정보를 포함하여 원료를 분류해야 한다. 이

에 따라 새로운 MSDS에서는 위험요인 유형별 유해성 확인을 용이하게 하고, 생식 독성과 발암성

을 포함해야한다.(부록 A가 생식과 발달 위험요인을 확인하는 데 유용할 수 있다.)

다음으로, 생식과 발달 위험요인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된 근로자와 남편의 노출 수준에 대한 평

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생식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각 약제에 대한 노출 빈도, 노출 기간, 

노출 경로와 농도 혹은 강도를 측정한다. 공학적 통제 혹은 개인 보호장구와 같은 노출 통제 수단

이 작업장과 가정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사업주가 작업장에서 근

로자 혹은 남편 또는 주변 노출량 측정과 같은 개인 노출 모니터링(ex. 방사선량 측정)을 수행한 

경우, 그 결과를 수집하고 검토해야 한다. 산업위생사에 의해 시행된 작업 현장 평가는 매우 유용

할 수 있다. 납이나 수은과 같은 특징적인 물질의 경우, 생물학적 모니터링이 노출 정량화에 도움

이 될 수 있다.

위해도 결정은 독성 및 노출에 대해 수집된 모든 데이터를 고려하여 잠재적으로 생식 및 발달 위

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근로자 또는 남편의 예상 노출 수준이 위험을 초래할 수준인지에 대한 여

부를 결정한다. 그들의 추정 노출 수준은 역학 연구나 동물 연구에서 부정적인 생식 효과를 일으키

는 것으로 입증되었거나, 강력하게 의심되는 수준과 비교되어야한다. 동물 연구의 결과로부터 외삽

하여 안전하거나, 안전하지 않은 사람의 노출 수준을 결정하려 할 때, 일반적으로 최대 무독성 용량

(NOAEL No observed adverse effect level) 또는 최소유해용량(LOAEL Lowest observed adverse 

effect level)과 같이 동물 연구에서 관찰된 관련 복용량 수준에 더해 안정성 또는 불확실성 요인이 

적용된다.

고전적 위험 평가 패러다임에서는 근로자나 남편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수준과 비슷하거

나 더 높은 수준의 물질에 노출될 경우 심각한 위험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위

험요인 식별과 노출 측면 모두에서 데이터가 불완전한 경우가 많으며, 사용가능한 정보를 기반으로 

권고 사항이 작성될 필요가 있다.

www.kiha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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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k communication은 근로자와 남편이 그들이 노출된 생식 건강 위험에 대해 정보에 근거한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는 다음 중요한 단계다. 모든 질문에 대답하고, 정보의 제

한 사항에 대한 토론을 포함하여 최상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Risk management는 평가의 마지막 단계다. 의사, 환자, 남편 및 사업주가 함께 참여하여 작업

장 혹은 비 작업장에서 확인된 생식 위험을 줄이거나 없애야 한다. 노출의 감소 또는 제거는 Risk 

management에 가장 바람직한 접근 방법이다. 화학 물질을 제거하거나 보다 안전한 것으로 대체

하는 것, 공학적 통제를 구현하고 개선하는 것, 보다 안전한 작업 관행을 설계하고 실시하는 것, 개

인 보호장구를 제공하거나 개선하는 것 등이 추가될 수 있다. 이 방법들 중 어느 것으로도 안전한 

환경을 얻을 수 없다면, 업무 제한이나 일시적인 직무 변경이 필요할 수 있다. 사업주가 노출을 줄

일 수 없거나 줄이지 않고,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직무 변경도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근로자는 자기 

보호를 위해 퇴사하거나, 생식 위험을 감수하고 계속 일해야 하는 어려운 선택에 직면하게 된다. 

임시 장애 보험(Temporary disability benefits)은 개인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생식기능 부작용을 

예방하려는 용도로는 이용할 수가 없다. 임시 장애 보험은 고위험 임산부나 현재 임신합병증이 있

는 임산부에게 적용될 확률이 높다. 직장을 완전히 그만두는 것은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와 그녀의 남편에게 직무 이전 등 그들이 선택 가능한 다른 옵션과 불확실성

에 대해 평가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다음 사례 연구들은 이러한 원칙들을 개별 근로자의 평가에 적용한 사례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사례 1: 가족계획 - 남성 혹은 여성 근로자가 임신을 고려하는 경우

(Case #1: Pre-Conception—A Male or Female Employee Indicates Intention to Conceive)

29세의 응급실 간호사와 그녀의 남편은 임신을 원해 방문하였다. 그녀는 지금 임신 초기에 발생

할 수 있는 작업 노출로 인한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그녀의 남편은 자외선 차단제 공장에서 

plant operator로 근무 중이다. 

이 경우는 근로자가 임신하기 이전에 조언을 구하는 상황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상적인 시나

리오다. 이 경우에는 임신 이전의 건강과 직장 및 가정의 환경을 최적화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화학 물질의 생식 건강 영향, 법적 문제와 교란 변수에 대한 불충분한 데이터로 인

해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다. 또한, 미국의 모든 임신 중 약 49%가 의도되지 않은 상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임신 이전에 가능한 노출에 대해 조언을 구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위의 기본 틀(framework)에서 간략히 설명한 바와 같이, 위험요인 평가와 응급실에서의 간호 업

무의 위해도 특성화를 통해 전염병 노출, 방사선, 환자 옮기기, 외상을 포함해 광범위한 잠재적인 

위험을 명시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생산성을 유지하며 직업활동을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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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임신과 임신 초기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통제나 방지가 가능하다. 근로자의 예방 접종 상태를 확

인하고 추가 접종을 시행하여 태아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풍진과 B형 간염을 비롯한, 백신을 통해 

예방 가능한 질병의 전파를 막을 수 있다. 감염의 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지침, X선 보호 절차, 일터

에서의 폭력과 외상을 줄이기 위한 정책의 사용과 같은 작업장 위해요인 통제수단들은 계속해서 검

토되고 평가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조치를 강화하여야 한다. X선 필름 배지와 같은 개인 모

니터링 데이터를 검토하여 노출 측정과 통제 수단의 효과를 판단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임신을 고려하거나 직업과 관련한 건강에 대해 생각해보

는 계기를 제공해 근로자의 동료를 보호하는 추가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작업장의 전반적인 위

험을 줄이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의도하지 않거나, 예측할 수 없었던 임신에 대한 우발적인 

노출이 가능한 한 줄어들도록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알려져 있거나 의심되는 위험 요소가 적절

히 통제된다는 확신을 제공하면, 임신 및 초기 임신 기간 동안의 업무 지속에 대해 안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작업의 특정 상황과 필요에 따라 조정되는 권장사항

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선천적 기형과 다른 여러 산과적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 

H1N1 인플루엔자 또는 풍진과 같은 감염 위험이 높을 것이 명백한 세계적 유행병 발발 상황일 경

우, 제공자는 임신이나 임신 초기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직무, 직업 변경과 같은 다른 가능성들을 고

려할 필요가 있다.

사례 2: 임신 - 근로자가 임신 사실을 인지한 경우

(CASE #2: Pregnancy—An Employee Indicates She Is Pregnant)

엔진 테스트, 연료 보급, 항공기 및 헬리콥터 수리를 업무로 하는 32세의 항공기 정비 기술자가 

임신 테스트 양성 판정 후 직업환경의학과 의사에게 의뢰되었다. 그녀의 상사는 그녀의 업무 적합

성에 대해 의사의 권고사항을 요청했다. 그녀의 진료소 방문 당일은 그녀의 마지막 생리가 끝난 지 

8주가 되는 날이었다.

첫번째 사례보다 훨씬 일반적인 시나리오다. 주요 장기 시스템이 형성되는 임신 전 기간과 배아

기의 노출을 막기에는 늦은 상황이다. 첫번째 사례와 유사한, 근로자의 직장과 가정 환경의  위험

요인 평가 및 노출에 대한 접근은 추가적인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이미 발생한 노출, 변경하거나 중

지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특성화하기 위해 수행되어야 한다. 그녀가 노출되었을 수 있는 위험요인

으로 제트 연료, 탈지제(degreasing agents) 및 기타 유기용제가 있다. 임신 중에 유기용제에 노출

되면 자발 유산과 출생 결함의 위해도가 증가할 수 있다. 그러나 유기 용제는 독성학적 특성이 다른 

다양한 화학 물질 그룹을 의미하며, 대부분에 해당하는 개별 유기용제의 생식과 발달 독성에 대한 

결론을 이끌어 내기에는 역학적 데이터베이스가 충분하지 않다. 항공기 기술자는 엔진 테스트 중에 

www.kiha21.or.kr

Korean Industrial Health Association

국외논문정보



120 dB(A)에 이르는 큰 소음에 노출될 수 있으며,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소음 노출이 태아에게 영

향을 줄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 이 사례에서 임신한 항공기 기술자는 잘 맞는 귀마개를 통해 본인

의 내이 모세포는 보호할 수 있지만 복강 내벽, 자궁근층과 양막낭 조직에서는 고주파(>500 Hz)의 

소리를 20~35 dB까지만 감쇄시킬 수 있고, 저주파(<500 Hz)는 감쇄 없이 통과되기 때문에 태아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없다.

위험도 접근을 통해 발달 중 독성 물질에 대한 유의한 노출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확인한 경

우, 주요 장기 시스템의 발달 상황은 태아 초음파 검사로 평가할 수 있다. 돌연변이 유발물질 

(Mutagens)에 유의한 노출이 발생한 경우, 유전상담사나 산모 태아 전문의에게 진료를 의뢰할 수 

있다. 확실한 모성 중독이나 입증된 태아의 영향이 없다면 임신의 종결은 거의 시행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노출이 미미하거나 낮으면 안심시킨다. 모성 중독이나 입증된 태아 영향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위해도 특성조사 결과 중대한 발달 위험이 작업장이나 가정에 존재하는 중등도의 상황에

서는 이러한 위험에 대한 지속적인 노출 방지가 최우선이다. 이 모든 상황을 고려해 도달된 결론의 

불확실성과 그 한계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 위해도 특성조사 결과를 환자가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

록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마지막으로, 식별된 위험을 줄이거나 없애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첫번째 사례에서 논했던 계

층화된 위험 관리 전략 또한 이 같은 경우에 적용될 수 있지만, 이처럼 임신한 근로자의 경우에서 노

출 감소와 제거, 또는 임시 직무 전환과 같이 선호되는 대안을 사용할 수 없으며 항공 정비 기술사

와 같이 고위험 작업장 노출의 대상자로 판단되게 될 경우, 일시적 병가-임시장애보험(Temporary 

disability leave)을 선택 가능한 대안이 된다.

일부 임신한 근로자들은 자신의 사업주에게 스스로의 임신 사실을 밝히기를 원하지 않을 수 있

다. 임신 사실을 밝히는 것 자체를 꺼려하거나, 임신 사실을 이유로 해고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느

끼는 경우도 있다. 임신 때문에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이런 종류의 두려움

은 일부 근로자에게는 근거가 없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의사가 임신한 근로자가 자신의 결

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의학적 결과를 완전히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 중요해진다.

앞서 언급했듯이, 임신의 약 49%가 계획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다. 치명적일 수 있는 기

간 동안 태아의 발달을 보호하도록 업무를 조정할 시간을 확보할 만큼 충분히 임신은 인식되지 않

을 수 있고, 이러한 현실이 자기보고 임신 권고의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사업주에게 임신, 

가족 계획, 불임에 대해 근로자의 통보가 필요한 상황은 요건은 불쾌한 상황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

으며, 일부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적인 개인 정보가 공개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공개

될 내용에는 연방법에 따라 보호되는 건강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근로자들은 어떠한 이유에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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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선택을 하기 위해, 수동적이고 보편적인 예방 조치 및 무과실 노출

보고 프로그램을 더 중요하게 만들 수 있다.

사례 3: 불임 (CASE #3: Infertility)

53세의 소방관과 44세의 미용사인 그의 아내는 임신을 시도했으나 2년간 실패했다. 그들은 불임

이 직업적 노출에 의한 것이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 이 사례에서는 몇 가지 문제가 제기된다. 출산

율은 남성과 여성 모두 연령에 따라 감소한다. 40~44세 기혼 여성의 20%는 불임 상태다. 40세 이

상의 남성과의 관계에서 12개월 미만에 임신할 확률은 25세 미만의 남성과 관계했을 경우와 대비

해 절반이다. 이와 반대로, 이 시나리오에서는 남편과 아내 모두 화학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직업

에 종사하고 있으며 남편의 경우 열과 같은 물리적인 물질에 노출된다. 열에 노출되면 음낭의 온도

가 상승하여 정액의 질이 감소한다. 미용사는 대조군과 비교하여 약간 낮은 수태가능성(월경주기당 

임신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미용업무는 수많은 화학 물질에 잠재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이 중 

일부는 동물 연구에서 생식 독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임 전문 의사는 부부 모두를 평가해야 한다. 불임의 30~40%는 정자의 이상과 같은 남성 불

임 때문으로 생각되고, 45~55%는 배란 문제와 같은 여성 불임 때문이며, 30~40%는 난관이나 복

막 기능장애로 인한 것이다. 리비도, 발기부전, 성관계 타이밍, 성교 빈도의 감소 또한 임신력에 영

향을 준다. 사례 1에서 설명한대로 부부 모두에 대해 위험요인 평가, 노출량에 대한 접근, 위해도의 

특성화가 수행되어야 한다. 

직장이나 가정에서 불임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약에 상당한 노출이 있는 경우, 부부는 사용 

가능한 데이터에 대해 통보 받고 의사 결정에 관여해야 한다. 사례1에서 언급했던 계층형 위험 관

리 전략과 동일하게, 여기서도 일시적인 장애 보험이 선택 가능한 옵션이 되지 못한다.

사례 4: 들기 작업 (Case #4: Lifting)

제조 공장에서 창고와 선적 지역에서 일하는 건강한 28세 여성이 자신의 직업에서 들기 작업의 제

한이 필요한지를 묻는다. 그녀의 생리는 10주 전이었다. 이번 임신은 그녀의 두 번째 임신이었고, 첫 

임신과 출산에서 특별한 합병증이 없었다. 그녀는 보통 8시간 동안 15~20파운드(7~9 kg)의 상자를 

들어서 쌓고, 하루에 4~5 번 드물게 40파운드(18 kg)의 재료 더미를 들게 된다.

이런 경우 질문이 될 수 있는 것은 신체적 요건이 필요한 작업과 부정적인 임신 결과와의 관계

다. 역학조사는 혼합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메타분석을 시행한 여러 연구 결과는 무거운 짐을 

드는 것과 같은 격렬한 신체운동과 조산/미숙아 출산이 높은 연관성을 보이고 있었다. 신체운동과 

조산의 오즈비는 1.22, 미숙아 출산의 오즈비는 1.37이었다. 장기간 서서 높게 축적된 작업 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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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출산과 관련이 있었지만 후속 연구들에서 이러한 상관관계를 확정짓지는 못했다.

대조적으로 유산소 운동과 같은 여가 시간의 운동은 임신에서 해로운 것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최근에 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NIOSH)의 들기 작업 방정식에 임

신 중반 및 후기 임신 동안 신체 변화에 의한 부하 감소 인자를 적용한, 임신 중의 들기 작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개발되었다. 여기에서는 무릎에서 어깨까지의 높이에서의 반복적인 들기 작업을 들

어 올리는 빈도와 지속 시간에 따라 약 10~20파운드(4.5~9.0 kg)로 제한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

인에서 제안된 방안의 한계점은, 이 범위가 임신 자체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과 관련이 없다는 것

이다. 작업의 신체적 요구와 악영향간의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이 케이스의 경우 합리적인 제안은 

40파운드(18 kg)의 들기 작업을 즉각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임신 20주 정도부터는 20~25파운드

(9~11 kg)의 무게를 자주 들어 올리지 못하게 하고, 임신 3기까지 약 15파운드(7 kg)로 한도를 더 

줄여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임신 재태연령 증가에 따른 몸의 변화에 따라 들기 작업을 스스로 제한

하기 시작할 것이다. 임신과 관련된 관절의 이완이 신체적으로 까다로운 작업을 제한할 수 있음도 

기억해야 한다. 자궁경부무력증이나 조산과 같이 들기 작업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질환의 과

거력이 있으면 이 제한은 더 엄격해질 수 있다.

사례 5: 납 (Case #5: Lead)

32세의 납 축전지 근로자가 임신 가능성에 대해 질문하고, 자신의 과거 납 노출이 자녀에게 악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어 한다. 그녀는 현재의 직장에서 10년간 일했고, 의료 감

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연간 혈중 납 농도를 측정해왔다. 혈중 납 농도가 혈액 1데시리터당 18마

이크로그램(μg/dL)을 초과한 적은 없었고, 그녀의 현재 혈중 납 농도는 14 μg/dL이다. 혈중 Zinc 

protoporphyrin 수치는 65 μg/dL이었다. (정상 수치의 상한선 70 μg/dL). 그녀는 납 노출과 관련

된 증상이 없었다. 

태아와 어린이에게 납이 신경인지 및 발달 효과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은 지

난 20년 동안 크게 증가했다. 수정 전후와 임신 중 산모의 혈중 납 농도가 10 μg/dL 이상 높아지지 

않아야 인식력 지연을 포함한 신경학적 영향의 위험이 감소된다는 권고안이 제시되어 있다. 영아 

및 어린이의 납 농도는 5 μg/dL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 또한 모체의 납 농도가 10 μg/dL 이상인 

경우 자연 유산 위험이 증가한다는 증거가 있다. 따라서 모체의 납 농도가 일관되게 10 μg/dL, 이

상적으로는 5 μg/dL 미만이 될 때까지 임신을 미루는 것이 권고된다.

이를 위해 임신을 원하는 여성의 이직을 제공하거나, 혈중 납 농도를 모니터링 제공이 수반될 수 

있다. 그러나 장기간 납에 직업적으로 노출된 여성에게는 추가적인 위험이 나타날 수 있는데, 만성 

노출에 의해 납이 뼈에 축적되면 산모의 신체 부담이 혈중 납 농도가 보여주는 양을 초과해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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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모체의 파골세포의 활동은 제2, 제3주산기에서 태아 뼈 성장에 필요한 칼슘을 증가시키기 

위해 활발해지게 된다. 이 현상에 의해 뼈에 저장되어 있던 납의 방출이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

서 모체의 혈중 납 농도가 예기치 않게 증가할 수 있다. 경험이 많은 독성학 전문가와의 상담이 신

체의 납 부담을 측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칼슘 보충은 임신중 모체의 골 재형성을 억제하고, 

뼈에서 모체 혈액과 태반으로 방출되는 납을 줄일 수 있으므로 과거에 직업적으로 납에 유의하게 

노출된 임산부에게 사용을 고려해볼 수 있다.

납은 심각한 생식 위험요인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인구 집단에 대한 의료 감시(surveillance)를 

고려해야 하는 독소의 좋은 예시가 된다. 감시 프로그램에서 얻은 데이터는 위해도 특성화 과정의 

일부로서 현재 및 과거의 노출을 평가할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이 감시 데이터는 작업

장 통제의 효율성 결정에도 이용될 수 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이용 가능한 최선의 정보를 바탕으

로 감시의 표준을 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현재 OSHA의 납 기준에 따르면 1978년에 공포된 일

반 산업 분야(1910.1025)와 1993년에 공포된 건설 산업 분야(1926.62)에서는 임산부의 납 수준이 

30 μg/dL 이상일 때 작업장을 벗어나도록 하고 있다. 이 표준은 보호 장치로써 부적절하며, 주산기 

납 노출의 부작용에 관한 지난 20년 간의 연구 결과를 고려하여 하향 조정될 필요성이 있다.

작업 전환 (TEMPORARY REASSIGNMENT)

제시된 모든 시나리오에서, 공학적인 방법이나 또는 업무 지침 통제만으로 적절하게 통제할 수 

없는 생식과 발생 독성 물질에 대한 노출이 위험도 접근에 의해 확인되게 되면 일시적인 직무 변경

이 권고된다. 개인 보호장구(PPE)가 노출 통제에 사용된 경우, PPE가 완벽한 보호를 제공하지 못

할 수 있을 뿐더러 임신 중 인공호흡기 사용에 대한 데이터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알려진 생식 위

험요인에 유의한 노출이 있는 경우에 일시적인 직무 변경이 고려되어야한다. 직무변경의 필요성은 

개인의 과거력이나 위험 요소의 영향을 받게 된다.

법적 고려사항 (LEGAL CONSIDERATIONS)

임신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차별금지 보호의 주된 근거는 1964년 시민권법 Title VII의 1978년 

임신 차별법(Pregnancy Discrimination Act, PDA) 개정안이다. 연방법은 임신과 출산, 그리고 그

와 관련된 건강 상태로 인한 차별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며, 이는 주 및 지방 정부와 노동 단체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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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사업주에게도 적용된다. PDA에서는 “임신 또는 그와 관련한 상태에 영향을 받는 여성은 비

슷한 능력이나 한계를 지닌 다른 지원자 또는 근로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대우받아야 한다.”고 명시

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주는 자신의 직업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의 임산부를 일시적으로 장애가 생

긴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대우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업주가 일시적으로 장애가 생긴 근로

자에게 [수정된 업무 수행]을 허용하거나, 대체 과제를 내주거나, 장애 휴가나 무급 휴가를 허용하

는 경우에 사업주는 임신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업무 장애를 얻은 근로자도 똑같은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PDA는 또한 자신의 직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임산부가 그 일을 지속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명시하

고 있는데, 여기에는 임신과 관련된 상태로 인해 그가 부재중이었지만 현재 회복되어 직장으로 복

귀할 수 있는 상황이 포함된다. PDA에서는 는 임신 또는 분만 후에 근로자가 쉴 수 있는 기간을 결

정하거나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임산부는 휴가 수정, 임금 인상 및 연공 수당과 같은 관련 혜택뿐

만 아니라 직업 조정과 휴가와 같은 부분에서도 일시적으로 장애가 생긴 다른 근로자과 동일하게 대

우 받아야 한다는 점을 확실히 하고 있다. 임산부가 휴식을 취하는 경우에는 병가나 장애 휴가에서 

다른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그녀의 일을 유지시켜야 하며, 다른 유형의 장애에

서 발생하는 혜택의 지속이나 발생은 임신 관련 상태로 인한 것과 마찬가지여야 한다. 임산부가 임

신 관련 상태로 인한 편의나 휴가를 얻을 때, 사업주는 임산부가 현재 일을 할 수 없거나 직무를 조

정 할 필요가 있다는 의사의 소견을 휴가나 직무 조정 전에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임산부 근로자을 보호하기 위한 다른 법률로 평등고용기회법(the Equal Employment Oppor-

tunity Act), 장애인복지법(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 2008년 ADA 개정법(the 

related ADA Amendments Act, ADAAA), 가족 및 의료휴가법(the Family and Medical Leave 

Act, FMLA)이 있다. ADA와 2008년 개정안은 장애인 근로자가 자신이나 타인의 건강과 안전에 직

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거나, 업무 조정으로 인해 사업 운영에 과도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는 한, 

사업주가 장애를 인정받은 근로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까지도 임신과 그와 관

련한 상태는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상태로 간주되어 ADA에서 자격이 부여된 장애로 인정되지 않

았고, 대부분의 경우 생리학적으로 정상인 사람으로 대우받아 왔다. 임신 관련 차별에 대한 불만

이 늘어나고 ADAAA에서 인정되는 장애에 대한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미국 평등 고용 기회위원회

(the U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EEOC)는 최근 차별 금지를 위한 임산부

를 위한 비차별적 고용의 집행 지침을 제공하였다. 이 지침은 임신 자체는 장애가 아니지만, 임신

과 함께 발생하는 다른 상태들이 임신 중이나 임신 이후 작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전제를 근거로 한다. 들기 작업 능력, 호흡 보호구 착용 능력, 화학적, 물리적 또는 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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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위험에 대한 노출과 같은 직업 능력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임산부에게는 허리 통증, 수근관 

증후군, 다태 임신, 조기 진통, 그리고 임신과 산욕기에 영향을 미치는 임신성 당뇨병 등이 발생할 

수 있다.

EEOC의 2014년 지침에 따르면 사업주는 PDA와 ADAAA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장애가 생긴 다

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임신한 근로자에게도 동일한 표준을 유지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부상당한 

근로자가 회복되기까지 가벼운 물건 들기와 같이 일시적으로 조정된 업무가 제공되었다면, 이는 임

산부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 법안의 광범위한 적용과 직장 임신 차별에 대한 새로운 EEOC 지침은 현재 시험 중이다. 미국 대

법원은 이와 관련되어 있는 2015년 3월 케이스(Young v UPS)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사업

주가 임산부가 아닌 다른 장애인 사업주를 수용하기 위해 높은 법적 부담을 다해야 할 가능성이 있음

을 뜻한다. 이 판결과 기타 케이스의 법적 영향이 아직 정착되지 않았지만, 사업주는 관련 장애 법령

이 EEOC에 의해 임신에도 적용되고 있으며 임신과 출산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임신에 대한 블라인드 방식을 통해 개발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FMLA는 임신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해 직장을 떠나거나 조정해야 하는 근로자들에게 또 다른 

법적 수단이 될 수 있다. FMLA는 반경 75마일(120 km) 이내에 최소 50명이 근무하는 민간 부문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며, 근로자들은 최소 12개월, 혹은 1250시간 동안 고용되어 일한 경력이 있어

야 한다. 해당 사업주는 출산 및 신생아 치료, 입양 또는 위탁 보호 장소, 심각한 건강 상태에 직면

한 직계 가족을 돌보는 일, 또는 출산 관련 건강 상태를 포함한 심각한 개인 건강 상태를 치료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근로자들에게 12개월 내에 무급 의료 휴가를 최대 12주까지 제공해야 한다. 보건

의료 제공자는 근로자가 FMLA에 의거하여 의학적으로 관련 휴가를 갖기 위한 건강 상태에 있음을 

입증해야 하며, 의사는 FMLA 휴가를 위해 필요한 양식을 작성할 때 환자의 의료 및 부수적인 요구 

사항에 대해 명확하고 철저하게 대처해야 한다.

임신한 근로자에게 편의나 업무 조정이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 의사는 일반적으로 보험 회사가 

‘장애ʼ를 좁게 정의하며, 근로자가 직업적 노출로 인한 잠재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직장을 떠나지 

않으려 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장애 급여가 부여된다 해도 이미 저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경제적 안전을 보장하기에는 보상이 불충분 할 수 있다. 건강 보험과 같은 특별 혜택의 손실은 

근로자의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직장의 시간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거

나, 다른 연방 기관의 권한을 가지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특정 개인들은 FMLA를 누릴 자격을 갖

추지 못할 수도 있다.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환자와 사업주 모두가 안전한 

작업과 경제적 안전이라는 어려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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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모든 미국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임신한 근로자는 안전한 직장을 제공하기 위해 사업주의 

책임을 요구하는 다른 연방법에 따라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다. OSH법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한 

기본적인 작업장 안전 수준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사업주는 위험한 

근무 조건으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보호를 근로자에게 제공해야만 한다. OSH법의 General 

Duty Clause는 사업주가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초래하거나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인

정된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운 고용 장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가능한 한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 조

건을 보장해야만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OSH 법에는 임신에 대한 특정한 기준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General Duty Clause가 임신과 관련한 노출 및 작업장 위험에 대해 합리적으로 적용

될 수 있다. 이런 접근법은 OSHA가 과거부터 다른 분야에서 적용해 온 것이다.

위의 논의에서는 직장의 임산부에게 제공되는 몇 가지 연방 차별금지 보호의 예를 제시하고 있

다. 이외에도 다른 연방 정부의 보호 장치가 있으며, 더 중요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의 거의 모든 주 

사법권이 더 엄중한 보호 장치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업주는 언제나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보호 원칙을 모두 지켜야하며, 연방법과 주법이 상충하는 경우 사업주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기준 

중 더 엄격하거나 엄중한 것을 지키고 있다. 의사는 이러한 다른 보호 장치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

어야 한다.

현재 임신을 계획 중인 여성, 혹은 불임과 유산, 부정적인 출산 결과가 직장 노출로 인한 것으

로 믿는 개인의 일반적인 보호나 금전적인 회복 권리에 적용할 수 있는 미국 연방법은 거의 없다. 

Johnson-Controls 판결 및 기타 사법적 판결이 모체가 임신 중 직업적 노출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

로 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지지했지만, 직장 내 독성 물질의 노출을 줄여야 하는 사업주의 의

무는 여전히 남아 있다. 모든 주 사법권의 civil tort system은 일반적으로 민사 소송을 통해 모든 

피해를 추적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개인과 인구기반의 통제

(INDIVIDUAL VERSUS POPULATION-BASED INTERVENTIONS)

일시적인 직무 변경은 개별 근로자 수준에서 취해지는 조치이며, 작업장 생식 위험요인의 잠재

적 영향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인구 기반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부

정적인 생식 건강 영향의 일차 예방에는 개인 수준의 위험 요소를 줄이기 위한 근로자 교육을 포함

해 금연, 알코올 및 약물 남용 감소, 영양 및 운동 촉진, 성병 위험도를 높이는 행위 회피를 장려하

는 프로그램 개발 등이 있을 수 있다. 또한, 근로자는 공학적 통제, 행정 통제 및 개인 보호장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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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을 포함하여 이러한 위험요인의 노출을 줄이기 위한 적절한 조치에 대한 교육과 훈련뿐만 아니라 

작업장의 잠재적인 생식 독성 물질의 존재에 관한 모든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이러한 접근 

방법의 장점은 임신 이전에 노출을 식별하면서 수정 이전에 노출을 예방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모

든 근로자의 건강한 작업을 장려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근로자는 가정뿐만 아니라 다

른 여가 활동 중에서 잠재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생식 위험요인에 관해서도 상담을 받아야 한다. 여

기에는 납이나 유기용제 기반의 공예품, 취미용품 및 전통의학 치료제가 포함된다. 생식 위험에 잠

재적으로 유의미하게 노출될 수 있는 모든 근로자(남성과 여성 모두)는 산업보건의료 전문가나 주

치의에게 임신 전 상담을 받고 임신이 확인되면 산업보건 서비스를 받도록 격려해야 한다. 때로 개

인 근로자의 관리는 개별 독소에 대한 생물학적 모니터링 연구의 사용에 의해 알려질 것이다.

임신 사실의 보고 (NOTIFICATION OF PREGNANCY)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임신 사실을 통지하는 목적은, 잠재적인 생식 위험과 관련이 있는 근로자

에게 상담 기회를 제공하고 적절한 경우 노출의 감소를 쉽게 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주치의에게 임신 사실(혹은 임신 의도)을 확인하고, 그가 직업과 관련된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

는지에 대한 의견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 의사는 종종 직장 내 노출과 그와 관련한 위험 및 

직업 요구사항에 상대적으로 익숙하지 않으므로 직업환경 전문의와 개인 의사 간의 의사소통은 매

우 중요하다. 임신 사실 보고는 배아 발달의 주요한 시기가 지난 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격적

인 위험도 분석(잠재적인 우려 물질에 대한 노출을 줄이거나 제거하는 것)과 의사 소통의 적절한 대

안이 될 수 없다. 근로자의 임신 의도 보고는 사생활 침해로 보이지만 더 빠른 중재의 기회를 제공

하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이는 직장에서의 사생활 침해를 거부할 근로자의 권리와 충돌한다. 원자

력 규제위원회(The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NRC)는 잠재적으로 방사선에 노출된 임산

부가 자신의 사업주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고 추가 훈련을 받고 노출량이 임신 기간 최대한도에 미

치지 않도록 보다 엄격한 모니터링을 받게 되며, 필요한 경우 직무 변경을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확립했다. 이런 통보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NRC는 임산부가 임신 중의 노출량 감

소를 통해 보호될 수 있도록 통보를 장려하고 근로자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보호가 존재함을 

알린다. 통보가 장려되는 경우라도 일부 근로자는 임신 사실을 확인하거나 임신 계획을 세우지 않

을 수도 있다. 따라서 사업주는 잠재적인 생식과 발달 위험요인을 식별하고 통제하는 데 능동적으

로 나설 필요가 있다.

www.kiha21.or.kr

Korean Industrial Health Association

국외논문정보



모유수유 정책 (BREAST FEEDING POLICY)

특정 유기 용제, 금속, 살충제 및 약제와 같이 모유에 배설 될 수 있는 물질에 노출된 환경에서 

일하는 모유 수유자를 진료하는 의사는 노출이 모유에서 의미있는 농도의 물질을 생산하기에 충분

한 양이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인간의 모유는 잠재적으로 유독할 수 있는, 환경적으로 파생된 오

염 물질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상당히 낮은 농도로 존재한다. 일반적으로는 유아에

게 모유 수유가 주는 이득이 환경 화학 물질에 노출되는 위험보다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런 

의학적인 견해는 잠재적 노출이 일반 대중의 환경적 노출보다 높을 수 있는 작업장 환경에서는 적

용되지 않을 수 있다.

아마도 수유를 통해 유아가 노출되는 시나리오의 가장 특징적인 예는 납에 노출된 모유 수유일 

것이다. 질병 통제 예방 센터(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는 미국 기

준으로 산모의 혈중 납농도가 40 μg/dL 이하일 때 모유 수유를 허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모유 

수유 중 납 농도와 산모 혈중 납농도와 관련된 여러 논문들이 이 권장사항을 뒷받침한다. 

불행히도 이런 자세한 데이터는 모유에서 발견되는 화학 물질이나 다른 독성 물질의 대다수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그 중 일부는 지방과 모유에 더 많이 농축되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임상의는 사

례를 기반으로 모유 수유에 대한 권고를 할 필요가 있다. 잠재적 독성 물질의 화학적 성질과 산모에

게 노출될 가능성이 주된 고려 사항이다. 유기용제, 특히 할로겐화 탄화수소는 일반적으로 지방 용

해성이고 신진 대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체지방에 머물며 모유에 축적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

정 화학 물질에 직업적으로 유의미하게 노출된 산모의 모유는 화학적으로 오염된 물질이 집중되어 

FDA가 우유에서 허용하는 수준을 상당히 초과 할 수 있다.

이에 위에서 논의한 것과 유사한 위험도 평가 과정에 의해 평가된 모유의 오염물에 의해 유아에게 

주어질 수 있는 건강 위험요인(예: 잠재적인 신경 독성 혹은 발암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험요

인 정보 전달 교육의 일환으로, 근로자는 건강 위험요인이 될 수 있는 화학 오염 물질이 모유에 누적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받아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모유 수유를 계획할 때 대체근무와 일시

적 직무 변경도 고려해야 한다. 중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경우, 직무 변경을 통해 유아는 모유 수유의 

이점을 가질 수 있고,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안심할 수 있게 된다.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관리가 있는 작업장에서는 모유 수유로 인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 그리 자주 발생하지 않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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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적 노출 (PARA-OCCUPATIONAL EXPOSURES)

의사는 근로자가 가정환경에 납과 같은 작업장의 오염 물질을 가져와서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여러 가지 접근법을 통해 가정환경의 오염을 줄이거나 피하고, 이

를 통해 발달중인 태아, 유아와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다. 여기에는 작업장 관리 개선, 사업주 주

도의 작업복 및 보호복 세탁, “Clean”과 “Dirty” 탈의실 분리, 작업 종료 시 샤워실의 의무적 사용

과 같은 방안들이 포함된다.

생식 위해도 관리 옵션

(REPRODUCTIVE HEALTH HAZARD MANAGEMENT OPTIONS)

생식 위해도 관리, 위해도 평가 수행, 잠재적인 불확실성 관리에는 몇 가지 옵션을 고려해야 

한다. 특정 작업장에서 특정한 옵션을 시행하기로 결정할 때는 잠재적 위해도 평가 및 위험에 처

한 인구의 특성에 근거해야 한다. 작업장에서 생식 보건 위험요인 관리 조치를 시행하기 전의 법

률 검토는 차별에 관한 모든 연방, 주 및 기타 규정 및 근로자의 권리와 장애 보호에 대한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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