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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 통칙   

제420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3.3>

1.  “관리대상 유해물질”이란 근로자에게 상당한 건강장해를 일으

킬 우려가 있어 법 제24조에 따라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

건상의 조치가 필요한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ㆍ흄(fume), 

미스트(mist)로서 별표 12에서 정한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ㆍ알

칼리류, 가스상태 물질류를 말한다.

2.  “유기화합물”이란 상온·상압(常壓)에서 휘발성이 있는 액

체로서 다른 물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는 유기용제(有機溶

劑)를 포함한 탄화수소계화합물 중 별표 12 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3.  “금속류”란 고체가 되었을 때 금속광택이 나고 전기·열을 

잘 전달하며, 전성(展性)과 연성(延性)을 가진 물질 중 별표 

12 제2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4.  “산·알칼리류”란 수용액(水溶液) 중에서 해리(解離)하여      

수소이온을 생성하고 염기와 중화하여 염을 만드는 물질과 

산을 중화하는 수산화화합물로서 물에 녹는 물질 중 별표 12 

제3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5.  “가스상태 물질류”란 상온·상압에서 사용하거나 발생하는  

가스 상태의 물질로서 별표 12 제4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6.  “특별관리물질”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2

제1호나목에 따른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생식독성 물

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

질로서 별표 12에서 특별관리물질로 표기된 물질을 말한다.

 7.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장소”란 유기화합물을 취급하는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가. 선박의 내부

    나. 차량의 내부

    다. 탱크의 내부(반응기 등 화학설비 포함)

    라. 터널이나 갱의 내부

    마. 맨홀의 내부

    바. 피트의 내부

    사. 통풍이 충분하지 않은 수로의 내부

    아. 덕트의 내부

    자. 수관(水管)의 내부

    차. 그 밖에 통풍이 충분하지 않은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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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시작업”이란 일시적으로 하는 작업 중 월 24시간 미만인    

작업을 말한다. 다만, 월 1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월 행하여지는 작업은 제외한다.

9.  “단시간작업”이란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시간이 1

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을 말한다. 다만, 1일 1시간 미만인 작

업이 매일 수행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21조(적용 제외)

① 사업주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취급업무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작업시간 1시간당 소비하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양(그램)이 작업장 공기의 부피(세

제곱미터)를 15로 나눈 양(이하 “허용소비량”이라 한다) 

이하인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만,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장소, 특별관리물질 취급 장소, 

지하실 내부, 그 밖에 환기가 불충분한 실내작업장인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3.5.>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작업장 공기의 부피는 바닥에서 4

미터가 넘는 높이에 있는 공간을 제외한 세제곱미터를 

단위로 하는 실내작업장의 공간부피를 말한다. 다만, 공

기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세

제곱미터를 그 공기의 부피로 한다.

제422조(관리대상 유해물질과 관계되는 설비)

사업주는 근로자가 실내작업장에서 관리대상 유해물질

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그 작업장에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

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만, 분말상태의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습기가 있는 상태

에서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절 설비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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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3조(임시작업인 경우의 설비 특례) 제424조(단시간작업인 경우의 설비 특례) 

① 사업주는 실내작업장에서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업무를 임시로 하는 경우에 제422조에 따른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장소에서 근로자가 

유기화합물 취급업무를 임시로 하는 경우로서 전체환기

장치를 설치한 경우에 제422조에 따른 밀폐설비나 국소

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리대상 유해물질 중 

별표 12에 따른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는 

제422조에 따른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

야 한다. <개정 2012.3.5>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전체환기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실내작업장에서 단시간 동안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

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제422조에 따른 밀폐설비

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장소에서 단시간 동

안 유기화합물을 취급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는 경우에 제422

조에 따른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리대상 유해물질 중 

별표 12에 따른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는 

제422조에 따른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

야 한다. <개정 2012.3.5.>

제425조(국소배기장치의 설비 특례)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급기(給氣)·배기(排氣) 환기장치를 설치한 경우에 제422조에 

따른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실내작업장의 벽·바닥 또는 천장에 대하여 관리대상 유해

물질 취급업무를 수행할 때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발산 면

적이 넓어 제422조에 따른 설비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2.  자동차의 차체, 항공기의 기체, 선체(船體) 블록(block) 등 

표면적이 넓은 물체의 표면에 대하여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업무를 수행할 때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증기 발산 면

적이 넓어 제422조에 따른 설비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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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7조(대체설비의 설치에 따른 특례) 제428조(유기화합물의 설비 특례) 

사업주는 발산원 밀폐설비, 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환

기장치 외의 방법으로 적정 처리를 할 수 있는 설비(이

하 이 조에서 "대체설비"라 한다)를 설치하고 고용노동

부장관이 해당 대체설비가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제422조에 따른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환

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업주는 전체환기장치가 설치된 유기화합물 취급작업

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제422

조에 따른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유기화합물의 노출기준이 100피피엠(ppm) 이상인 경우

2. 유기화합물의 발생량이 대체로 균일한 경우

3. 동일한 작업장에 다수의 오염원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

4. 오염원이 이동성(移動性)이 있는 경우

제426조(다른 실내 작업장과 격리되어 있는 작업장에 대한 설비 특례) 

사업주는 다른 실내작업장과 격리되어 근로자가 상시 

출입할 필요가 없는 작업장으로서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업무를 하는 실내작업장에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한 

경우에 제422조에 따른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

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29조(국소배기장치의 성능) 

사업주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 별표 13에 

따른 제어풍속을 낼 수 있는 성능을 갖춘 것을 설치하여

야 한다.

제3절 국소배기장치의 성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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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0조(전체환기장치의 성능 등) 

①사업주는 단일 성분의 유기화합물이 발생하는 작업장

에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하려는 경우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환기량(이하 이 조에서 "필요환기량"이라 

한다)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작업시간 1시간당 필요환기량 = 24.1×비중×유해물질

의 시간당 사용량×K/(분자량*유해물질의 노출기준)×106

주) 1. 시간당 필요환기량 단위:m2/hr

      2. 유해물질의 시간당 사용량 단위:L/hr

      3. K: 안전계수로서

          가. K=1: 작업장 내의 공기 혼합이 원활한 경우

          나. K=2: 작업장 내의 공기 혼합이 보통인 경우 

          다. K=3: 작업장 내의 공기 혼합이 불완전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기화합물의 발생이 혼합물질

인 경우에는 각각의 환기량을 모두 합한 값을 필요환기

량으로 적용한다. 다만, 상가작용(相加作用)이 없을 경

우에는 필요환기량이 가장 큰 물질의 값을 적용한다.

③ 사업주는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하려는 경우에 전체환

기장치의 배풍기(덕트를 사용하는 전체환기장치의 경우

에는 해당 덕트의 개구부를 말한다)를 관리대상 유해물질

의 발산원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431조(작업장의 바닥)  제432조(부식의 방지조치)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실내작업장의 

바닥에 불침투성의 재료를 사용하고 청소하기 쉬운 구

조로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접촉설비를 녹슬지 않는 

재료로 만드는 등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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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3조(누출의 방지조치) 

제434조(경보설비 등)

제435조(긴급 차단장치의 설치 등)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설비의 뚜껑·플랜지

(flange)·밸브 및 콕(cock) 등의 접합부에 대하여 관리대

상 유해물질이 새지 않도록 개스킷(gasket)을 사용하는 

등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 중 금속류, 산·알칼리

류, 가스상태 물질류를 1일 평균 합계 100리터(기체인 

경우에는 해당 기체의 용적 1세제곱미터를 2리터로 환

산한다)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해당 물질이 샐 우려

가 있는 경우에 경보설비를 설치하거나 경보용 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장에 관리대상 유해물질 

등이 새는 경우에 대비하여 그 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약

제·기구 또는 설비를 갖추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①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설비 중 발열반응 

등 이상화학반응에 의하여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샐 우

려가 있는 설비에 대하여 원재료의 공급을 막거나 불활

성가스와 냉각용수 등을 공급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

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장치에 설치한 밸브나 콕을 정상

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관계 

근로자가 이를 안전하고 정확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색깔로 

구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내보내기 위한 장치

는 밀폐식 구조로 하거나 내보내지는 관리대상 유해물

질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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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6조(작업수칙)

제437조(탱크 내 작업)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설비나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새

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작업수칙을 정하여 

이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밸브·콕 등의 조작(관리대상 유해물질을 내보내는 경우

에만 해당한다)

2. 냉각장치, 가열장치, 교반장치 및 압축장치의 조작

3. 계측장치와 제어장치의 감시·조정

4.  안전밸브, 긴급 차단장치, 자동경보장치 및 그 밖의 안전

장치의 조정

5. 뚜껑·플랜지·밸브 및 콕 등 접합부가 새는지 점검

6. 시료(試料)의 채취

7.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설비의 재가동 시 작업방법

8. 이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의 응급조치

9. 그 밖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새지 않도록 하는 조치

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외에 작업 시작 전에 다음 각 목

의 조치를 할 것

가.  유기화합물이 탱크로부터 배출된 후 탱크 내부에 재유입

되지 않도록 할 것

나.  물이나 수증기 등으로 탱크 내부를 씻은 후 그 씻은 물이

나 수증기 등을 탱크로부터 배출시킬 것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들어 있던 

탱크 등을 개조·수리 또는 청소를 하거나 해당 설비나 

탱크 등의 내부에 들어가서 작업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

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관하여 필요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해당 작업을 지휘하도록 할 것

2.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들어올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작업

을 하는 설비의 개구부를 모두 개방할 것

3.  근로자의 신체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경

우나 작업이 끝난 경우에는 즉시 몸을 씻게 할 것

4.  비상시에 작업설비 내부의 근로자를 즉시 대피시키거나 

구조하기 위한 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갖추어 둘 것

5.  작업을 하는 설비의 내부에 대하여 작업 전에 관리대상 유

해물질의 농도를 측정하거나 그 밖의 방법에 따라 근로자

가 건강에 장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지를 확인할 것

6.  제5호에 따른 설비 내부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있는 경우

에는 설비 내부를 환기장치로 충분히 환기시킬 것

7.  유기화합물을 넣었던 탱크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

제4절 작업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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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8조(사고 시의 대피 등)

지 아니하다.

③ 근로자는 제2항에 따라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사업

주의 허락 없이 출입해서는 아니 된다.

①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관

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한 중독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

우에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그 장소에서 대피

시켜야 한다.

1.  해당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의 환기를 위하여 설치한 

환기장치의 고장으로 그 기능이 저하되거나 상실된 경우

2.  해당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의 내부가 관리

대상 유해물질에 의하여 오염되거나 관리대상 유해물질

이 새는 경우

② 사업주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상황이 발생하여 작업

을 중지한 경우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하여 오염되

거나 새어 나온 것이 제거될 때까지 관계자가 아닌 사람

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한 방법에 따라 인명구조 또는 

유해방지에 관한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다.  탱크 용적의 3배 이상의 공기를 채웠다가 내보내거나 탱

크에 물을 가득 채웠다가 배출시킬 것

② 사업주는 제1항제7호에 따른 조치를 확인할 수 없는 

설비에 대하여 근로자가 그 설비의 내부에 머리를 넣고 

작업하지 않도록 하고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주의하도록 

미리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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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9조(특별관리물질의 취급일지 작성) 제440조(특별관리물질의 고지) 

사업주는 별표 12에 따른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

우에 물질명·사용량 및 작업내용 등이 포함된 특별관

리물질 취급일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2.3.5> [제목개정 2012.3.5.]

사업주는 근로자가 별표 12에 따른 특별관리물질을 취

급하는 경우에는 그 물질이 특별관리물질이라는 사실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2에 따른 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또는 생식독성 물질 등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내용을 게시판 등을 통

하여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2.3.5.]

제441조(사용 전 점검 등) 

① 사업주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 후 처음으로 사용

하는 경우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분해하여 개조하거나 

수리한 후 처음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사용 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1. 덕트와 배풍기의 분진 상태

2. 덕트 접속부가 헐거워졌는지 여부

3. 흡기 및 배기 능력

4.  그 밖에 국소배기장치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상이 발견되었

을 때에는 즉시 청소·보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한 후 그 기록의 보존에 관하여

는 제555조를 준용한다.

제5절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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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2조(명칭 등의 게시) 

제443조(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저장)

①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의 보기 쉬운 장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

야 한다. 다만, 법 제41조제9항에 따른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게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3.5> 

1.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2. 인체에 미치는 영향

3. 취급상 주의사항

4.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5. 응급조치와 긴급 방재 요령 

①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운반하거나 저장하는 

경우에 그 물질이 새거나 발산될 우려가 없는 뚜껑 또는 

마개가 있는 튼튼한 용기를 사용하거나 단단하게 포장

을 하여야 하며, 그 저장장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는 표시를 할 것

2.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증기를 실외로 배출시키는 설비를 

설치할 것

②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저장할 경우에 일정

한 장소를 지정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2제1호나목에 따른 건강 및 

환경 유해성 분류기준에 따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유

사한 관리대상 유해물질별로 분류하여 게시할 수 있다. 

<신설 2012.3.5.>

제444조(빈 용기 등의 관리)  제445조(청소)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운반·저장 등을 위하여 

사용한 용기 또는 포장을 밀폐하거나 실외의 일정한 장

소를 지정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실내작업장, 

휴게실 또는 식당 등에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인한 오염

을 제거하기 위하여 청소 등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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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6조(출입의 금지 등)  

제449조(유해성 등의 주지) 

①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실내작업장

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

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대

상 유해물질 중 금속류, 산·알칼리류, 가스상태 물질류

를 1일 평균 합계 100리터(기체인 경우에는 그 기체의 

부피 1세제곱미터를 2리터로 환산한다) 미만을 취급하

는 작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이나 이에 따라 오염된 

물질은 일정한 장소를 정하여 폐기·저장 등을 하여야 

하며, 그 장소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①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근로

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근로자를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및 물리적·화학적 특성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

다.

③ 근로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입이 금지된 장

소에 사업주의 허락 없이 출입해서는 아니 된다.

  2.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3. 취급상의 주의사항

  4.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와 착용방법

  5. 위급상황 시의 대처방법과 응급조치 요령

  6.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별표 12 제1호 카목·토목·수목·

제447조(흡연 등의 금지) 제448조(세척시설 등)

①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실내작업장

에서 근로자가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먹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흡연 또는 음식물의 섭취가 

금지된 장소에서 흡연 또는 음식물 섭취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

업을 하는 경우에 세면·목욕·세탁 및 건조를 위한 시설

을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과 용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오염

된 작업복과 평상복을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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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목·쟈목·며목의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작

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물질이 급성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

임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50조(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등)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업무를 하는 경우에 해당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유기화합물을 넣었던 탱크(유기화합물의 증기가 발산할 우려가 없

는 탱크는 제외한다) 내부에서의 세척 및 페인트칠 업무

2.  제424조제2항에 따라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장소에서 유

기화합물을 취급하는 업무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업무를 하는 경우에 해당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나 

방독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423조제1항 및 제2항, 제424조제1항, 제425조, 제426

조 및 제428조제1항에 따라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의 유기화합물 취급업무

2.  유기화합물 취급 장소에 설치된 환기장치 내의 기류가 

확산될 우려가 있는 물체를 다루는 유기화합물 취급업무

3.  유기화합물 취급 장소에서 유기화합물의 증기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청소 등으로 유기화합물이 제거된 설비는 

제외한다)를 개방하는 업무

③ 사업주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송기마

스크를 착용시키려는 경우에 신선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진 장치가 부착된 송기마스크를 지급하

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금속류, 산·알칼리류, 가스상태 물질류 등

을 취급하는 작업장에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적

절한 호흡용 보호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 필요시 착

용하도록 하고, 호흡용 보호구를 공동으로 사용하여 근

로자에게 질병이 감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 전

용의 것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근로자는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지급된 보호

구를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

제6절 보호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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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1조(보호복 등의 비치 등)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피부 자극성 또는 부식성 관리대

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불침투성 보호복·보호

장갑·보호장화 및 피부보호용 바르는 약품을 갖추어 

두고, 이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흩날리는 

업무를 하는 경우에 보안경을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

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근로자의 피부나 눈

에 직접 닿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즉시 물로 씻어낼 수 

있도록 세면·목욕 등에 필요한 세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근로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사

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

제2장 허가대상 유해물질 및 
          석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 통칙   

제452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3.5>

1.  “허가대상 유해물질"이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

고는 제조·사용이 금지되는 물질로서 영 제30조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제조"란 화학물질 또는 그 구성요소에 물리적·화학적 작

용을 가하여 허가대상 유해물질로 전환하는 과정을 말한다.

3.  “사용”이란 새로운 제품 또는 물질을 만들기 위하여 허가대

상 유해물질을 원재료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석면해체·제거작업”이란 석면함유 설비 또는 건축물의 파

쇄(破碎), 개·보수 등으로 인하여 석면분진이 흩날릴 우려

가 있고 작은 입자의 석면폐기물이 발생하는 작업을 말한다.

5.  “가열응착(加熱凝着)”이란 허가대상 유해물질에 압력을 가

하여 성형한 것을 가열하였을 때 가루가 서로 밀착·굳어지

는 현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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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허가대상 유해물질 및 석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6.  “가열탈착(加熱脫着)”이란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고온으로   

가열하여 휘발성 성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거하는 조작

을 말한다.

제453조(설비기준 등) 

① 사업주는 허가대상 유해물질(베릴륨 및 석면은 제외

한다)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장소는 다른 작

업장소와 격리시키고 작업장소의 바닥과 벽은 불침투성의 

재료로 하되, 물청소로 할 수 있는 구조로 하는 등 해당 물질

을 제거하기 쉬운 구조로 할 것

2.  원재료의 공급·이송 또는 운반은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

로자의 신체에 그 물질이 직접 닿지 않는 방법으로 할 것

3.  반응조(batch reactor)는 발열반응 또는 가열을 동반하는 반

응에 의하여 교반기(攪拌機) 등의 덮개부분으로부터 가스나 

증기가 새지 않도록 개스킷 등으로 접합부를 밀폐시킬 것

4.  가동 중인 선별기 또는 진공여과기의 내부를 점검할 필요

가 있는 경우에는 밀폐된 상태에서 내부를 점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5.  분말 상태의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근로자가 직접 사용하

는 경우에는 그 물질을 습기가 있는 상태로 사용하거나 격

리실에서 원격조작하거나 분진이 흩날리지 않는 방법을 사

용하도록 할 것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허가대상 유해물질(베릴륨 및 석

면은 제외한다)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 허가대

상 유해물질의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

하는 설비나 포위식 후드 또는 부스식 후드의 국소배기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밀폐설비

나 포위식 후드 또는 부스식 후드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

우에는 외부식 후드의 국소배기장치(상방 흡인형은 제

외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2절 설비기준 및 성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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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4조(국소배기장치의 설치·성능)  

제455조(배출액의 처리) 

제453조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의 성능은 

물질의 상태에 따라 아래 표에서 정하는 제어풍속  이상

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물질의 상태 제어풍속(미터/초)

가스상태

입자상태

0.5

1.0

비고

1.  이 표에서 제어풍속이란 국소배기장치의 모든 후드를 개방한    

경우의 제어 풍속을 말한다.

2.  이 표에서 제어풍속은 후드의 형식에 따라 다음에서 정한 위치

에서의 풍속을 말한다.

    가.  포위식 또는 부스식 후드에서는 후드의 개구면에서의 풍속 

    나.  외부식 또는 리시버식 후드에서는 유해물질의 가스 증기 

또는 분진이 빨려 들어가는 범위에서 해당 개구면으로 부

터  가장 먼 작업 위치에서의 풍속 

사업주는 허가대상 유해물질의 제조·사용 설비로부터 

오염물이 배출되는 경우에 이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

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배출액을 중화·침전·여과 또

는 그 밖의 적절한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456조(사용 전 점검 등) 

① 사업주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 후 처음으로 사용

하는 경우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분해하여 개조하거나 

수리를 한 후 처음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용 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1. 덕트와 배풍기의 분진상태

2. 덕트 접속부가 헐거워졌는지 여부

3. 흡기 및 배기 능력

4.  그 밖에 국소배기장치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상이 발견되었

제3절 작업관리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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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허가대상 유해물질 및 석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458조(흡연 등의 금지)

제457조(출입의 금지)

① 사업주는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먹지 

않도록 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흡연 또는 음식물의 섭취가 

금지된 장소에서 흡연 또는 음식물 섭취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① 사업주는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장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중 일람표 번호 

501에 따른 표지를 출입구에 붙여야 한다. 다만, 석면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장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규칙」 별표 1의2 중 일람표 번호 502에 따른 표지를 붙

여야 한다. <개정 2012.3.5>

② 사업주는 허가대상 유해물질이나 이에 의하여 오염

된 물질은 일정한 장소를 정하여 저장하거나 폐기하여

야 하며, 그 장소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

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입이 금지된 장

소에 사업주의 허락 없이 출입해서는 아니 된다.

을 경우에 즉시 청소·보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한 후 그 기록의 보존에 관하여

는 제555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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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9조(명칭 등의 게시) 제460조(유해성 등의 주지) 

사업주는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

여야 한다.

1. 허가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2. 인체에 미치는 영향

3. 취급상의 주의사항

4.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5. 응급처치와 긴급 방재 요령

사업주는 근로자가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

야 한다.

1. 물리적·화학적 특성

2. 발암성 등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3. 취급상의 주의사항

4.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와 착용방법

5. 위급상황 시의 대처방법과 응급조치 요령

6.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제461조(용기 등)

① 사업주는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운반하거나 저장하는 

경우에 그 물질이 샐 우려가 없는 견고한 용기를 사용하

거나 단단하게 포장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용기 또는 포장의 보기 쉬운 

위치에 해당 물질의 명칭과 취급상의 주의사항을 표시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보관할 경우에 일정

한 장소를 지정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허가대상 유해물질의 운반·저장 등을 위

하여 사용한 용기 또는 포장을 밀폐하거나 실외의 일정

한 장소를 지정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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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허가대상 유해물질 및 석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462조(작업수칙)

사업주는 근로자가 허가대상 유해물질(베릴륨 및 석면

은 제외한다)을 제조·사용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

항에 관한 작업수칙을 정하고, 이를 해당 작업근로자에

게 알려야 한다.

1.  밸브·콕 등(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설비에 원재료를 공급하는 경우 또는 그 설비로부터 제

품 등을 추출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것만 해당한다)의 조작

2. 냉각장치, 가열장치, 교반장치 및 압축장치의 조작

3. 계측장치와 제어장치의 감시·조정

4.  안전밸브, 긴급 차단장치, 자동경보장치 및 그 밖의 안전

장치의 조정

5. 뚜껑·플랜지·밸브 및 콕 등 접합부가 새는지 점검

6. 시료의 채취 및 해당 작업에 사용된 기구 등의 처리

7. 이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의 응급조치

8. 보호구의 사용·점검·보관 및 청소

9.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용기에 넣거나 꺼내는 작업 또는 반

응조 등에 투입하는 작업

10. 그 밖에 허가대상 유해물질이 새지 않도록 하는 조치

제463조(잠금장치 등) 

제464조(목욕설비 등) 

사업주는 허가대상 유해물질이 보관된 장소에 잠금장치

를 설치하는 등 관계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임의로 출입

할 수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사업주는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하는 경우

에 해당 작업장소와 격리된 장소에 탈의실·목욕실 및 

작업복 갱의실(更衣室)을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과 용구

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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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목욕 및 탈의 시설을 설치  

하려는 경우에 입구, 탈의실, 목욕실, 작업복 갱의실 및 

출구 등의 순으로 설치하여 근로자가 그 순서대로 작

업장에 들어가고 작업이 끝난 후에는 반대의 순서대로   

나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허가대상 유해물질 취급근로자가 착용하였

던 작업복, 보호구 등은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장소에

서 벗도록 하고 오염 제거를 위한 세탁 등 필요한 조치

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오염된 작업복 등은 세탁을 위

하여 정해진 장소 밖으로 내가서는 아니 된다.

제465조(긴급 세척시설 등) 제466조(누출 시 조치) 

사업주는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하는 작업장

에 근로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긴급 세척시설과 세

안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배관 찌꺼

기와 녹물 등이 나오지 않고 맑은 물이 나올 수 있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하는 작업장

에서 해당 물질이 샐 경우에 즉시 해당 물질이 흩날리지 

않는 방법으로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67조(시료의 채취)

사업주는 허가대상 유해물질(베릴륨은 제외한다)의 제

조설비로부터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따라야 한다.

1. 시료의 채취에 사용하는 용기 등은 시료채취 전용으로 할 것

2.  시료의 채취는 미리 지정된 장소에서 하고 시료가 흩날리거

나 새지 않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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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허가대상 유해물질 및 석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468조(기록의 보존) 3.  시료의 채취에 사용한 용기 등은 세척한 후 일정한 장소

에 보관할 것

사업주는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경

우에 허가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제조량 또는 사용량, 

작업내용, 새는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그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470조(보호복 등의 비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피부장해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

는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불침투성 보

호복·보호장갑·보호장화 및 피부보호용 약품을 갖추

어 두고 이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

제469조(방독마스크의 지급 등)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개인 전용의 방진마스크

나 방독마스크 등(이하 "방독마스크등"이라 한다)을 지

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방독마스크등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을 갖추어야 한다.

③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된 방독마스크등을 사업

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

제4절 방독마스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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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1조(설비기준) 

사업주는 베릴륨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베릴륨을 가열응착하거나 가열탈착하는 설비(수산화베릴륨

으로부터 고순도 산화베릴륨을 제조하는 설비는 제외한다)

는 다른 작업장소와 격리된 실내에 설치하고 국소배기장치

를 설치할 것

 

2.  베릴륨 제조설비(베릴륨을 가열응착 또는 가열탈착하는 설

비, 아크로(爐) 등에 의하여 녹은 베릴륨으로 베릴륨합금을 

제조하는 설비 및 수산화베릴륨으로 고순도 산화베릴륨을 

제조하는 설비는 제외한다)는 밀폐식 구조로 하거나 위쪽·

아래쪽 및 옆쪽에 덮개 등을 설치할 것

3.  제2호에 따른 설비로서 가동 중 내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은 덮여 있는 상태로 내부를 관찰할 것

4.  베릴륨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장소의 바닥과 벽은 불

침투성 재료로 할 것

5.  아크로 등에 의하여 녹은 베릴륨으로 베릴륨합금을 제조하

는 작업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할 것

6.  수산화베릴륨으로 고순도 산화베릴륨을 제조하는 설비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갖출 것

가.  열분해로(熱分解爐)는 다른 작업장소와 격리된 실내에 설

치할 것

나.  그 밖의 설비는 밀폐식 구조로 하고 위쪽·아래쪽 및 옆쪽

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뚜껑을 설치할 수 있는 형태로 할 것

7.  베릴륨의 공급·이송 또는 운반은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

로자의 신체에 해당 물질이 직접 닿지 않는 방법으로 할 것

8.  분말 상태의 베릴륨을 사용(공급·이송 또는 운반하는 경

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격리실에서 원격조작방법으

로 할 것

9.  분말 상태의 베릴륨을 계량하는 작업, 용기에 넣거나 꺼내

는 작업, 포장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로서 제8호에 따른 방법

을 지키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신체에 베릴륨이 직접 닿지 않는 방법으로 할 것

제5절 베릴륨 제조ㆍ사용 작업의 특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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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2조(아크로에 대한 조치) 

사업주는 베릴륨과 그 물질을 함유하는 제제(製劑)로서 

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를 초과하는 물질을 녹이

는 아크로 등은 삽입한 부분의 간격을 작게 하기 위하여 

모래차단막을 설치하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73조(가열응착 제품 등의 추출) 제474조(가열응착 제품 등의 파쇄)  

사업주는 가열응착 또는 가열탈착을 한 베릴륨을 흡입 

방법으로 꺼내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가열응착 또는 가열탈착된 베릴륨이 함유된 

제품을 파쇄하려면 다른 작업장소로부터 격리된 실내에

서 하고, 파쇄를 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의 설치 및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

를 하여야 한다.

제475조(시료의 채취) 

사업주는 근로자가 베릴륨의 제조설비로부터 시료를 채

취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시료의 채취에 사용하는 용기 등은 시료채취 전용으로 할 것

2.  시료의 채취는 미리 지정된 장소에서 하고 시료가 날리지 

않도록 할 것

3.  시료의 채취에 사용한 용기 등은 세척한 후 일정한 장소

에 보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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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6조(작업수칙) 

사업주는 베릴륨의 제조·사용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

도록 하는 경우에 베릴륨 분진의 발산과 근로자의 오염

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작업수칙

을 정하고 이를 해당 작업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용기에 베릴륨을 넣거나 꺼내는 작업

2. 베릴륨을 담은 용기의 운반

3. 베릴륨을 공기로 수송하는 장치의 점검

4.  여과집진방식(濾過集塵方式) 집진장치의 여과재(濾過材) 교환

5. 시료의 채취 및 그 작업에 사용된 용기 등의 처리

6. 이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의 응급조치

7. 보호구의 사용·점검·보관 및 청소

8.  그 밖에 베릴륨 분진의 발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6절 석면의 제조ㆍ사용 작업, 해체ㆍ제거 작업 및 유지ㆍ관리 등의 조치기준 
                                                                                                                                                            <개정 2012.3.5>

제477조(격리) 제478조(바닥) 

사업주는 석면분진이 퍼지지 않도록 석면을 사용하는 

장소를 다른 작업장소와 격리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석면을 사용하는 작업장소의 바닥재료는 불침

투성 재료를 사용하고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하여야 한

다.

제479조(밀폐 등)

① 사업주는 석면을 사용하는 설비 중 근로자가 상시 

접근할 필요가 없는 설비는 밀폐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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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0조(국소배기장치의 설치 등) 

제481조(석면분진의 흩날림 방지 등)

① 사업주는 석면이 들어있는 포장 등의 개봉작업, 석면

의 계량작업, 배합기(配合機) 또는 개면기(開綿機) 등에 

석면을 투입하는 작업, 석면제품 등의 포장작업을 하는 

장소 등 석면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하는 장

소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가동하여야 한다.

① 사업주는 석면을 뿜어서 칠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

사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석면을 사용하거나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

을 이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석면이 흩날리지 않도

록 습기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습기

를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후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소배기장치의 성능에 관하여는 제

500조에 따른 입자 상태 물질에 대한 국소배기장치의 

성능기준을 준용한다.

1.  석면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밀폐

설비나 국소배기장치의 설치 등 필요한 보호대책을 마련

할 것

2.  석면을 함유하는 폐기물은 새지 않도록 

    불침투성 자루 등에 

    밀봉하여 보관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밀폐된 실내에 설치된 설비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투명유리를 설치하는 등 실외에

서 점검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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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2조(작업수칙) 

사업주는 석면의 제조·사용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

록 하는 경우에 석면분진의 발산과 근로자의 오염을 방

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작업수칙을 정

하고, 이를 작업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진공청소기 등을 이용한 작업장 바닥의 청소방법

2.  작업자의 왕래와 외부기류 또는 기계진동 등에 의하여 분진

이 흩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3.  분진이 쌓일 염려가 있는 깔개 등을 작업장 바닥에 방치하

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4.  분진이 확산되거나 작업자가 분진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경

우에는 선풍기 사용 금지

 5. 용기에 석면을 넣거나 꺼내는 작업

6. 석면을 담은 용기의 운반

7. 여과집진방식 집진장치의 여과재 교환

8. 해당 작업에 

    사용된 용기 등의 처리

9. 이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의 응급조치

10. 보호구의 사용·점검·보관 및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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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그 밖에 석면분진의 발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483조(작업복 관리)

제484조(보관용기)

제485조(석면오염 장비 등의 처리) 

① 사업주는 석면 취급작업을 마친 근로자의 오염된 작

업복은 석면 전용의 탈의실에서만 벗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석면에 오염된 작업복을 세탁·정비·폐기 

등의 목적으로 탈의실 밖으로 이송할 경우에 관계근로

자가 아닌 사람이 취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석면에 오염된 작업복의 석면분진이 공기 

중으로 날리지 않도록 뚜껑이 있는 용기에 넣어서 보관

하고 석면으로 오염된 작업복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분말 상태의 석면을 혼합하거나 용기에 넣거

나 꺼내는 작업, 절단·천공 또는 연마하는 작업 등 석

면분진이 흩날리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석면의 부스러기 등을 넣어두기 위하여 해당 장

소에 뚜껑이 있는 용기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① 사업주는 석면에 오염된 장비, 보호구 또는 작업복 

등을 폐기하는 경우에 밀봉된 불침투성 자루나 용기에 

넣어 처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오염된 장비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 압축공기를 불어서 석면오염을 제거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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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6조(직업성 질병의 주지) 제487조(유지·관리)

사업주는 석면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의 발생 원인, 재발 

방지 방법 등을 석면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사업주는 건축물이나 설비의 천장재, 벽체 재료 및 보온

재 등의 손상, 노후화 등으로 석면분진을 발생시켜 근로

자가 그 분진에 노출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자재

를 제거하거나 다른 자재로 대체하거나 안정화(安定化)

하거나 씌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88조(일반석면조사) 

제489조(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 수립) 

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물·설비를 철거하

거나 해체하려는 건축물·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은 그 건축물이나 설비의 석면함유 여부를 육안, 설계

도서, 자재이력(履歷)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조사하

여야 한다. <개정 2012.3.5>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석면 함유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석면

의 함유 여부를 성분분석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2.3.5> [제목개정 2012.3.5.]

①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기 전에 법 제38

조의2에 따른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 결과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석면해체·제거

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

다. <개정 2012.3.5>

1.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절차와 방법

2. 석면 흩날림 방지 및 폐기방법

3. 근로자 보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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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0조(경고표지의 설치) 

제491조(개인보호구의 지급·착용)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는 장소에 「산업

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중 일람표 번호 

502에 따른 표지를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실외이거나 출입구가 설치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5.>

①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

록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개인보호구를 지급하여 착

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보호구는 근로자

의 눈 부분이 노출될 경우에만 지급한다. 

<개정 2012.3.5>

1.  방진마스크(특등급만 해당한다)나 송기마스크 또는「산업

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의4제3호마목에 따른 전동

식 호흡보호구. 다만, 제495조제1호의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송기마스크 또는 전동식 호흡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고글(Goggles)형 보호안경

3. 신체를 감싸는 보호복, 보호장갑 및 보호신발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개인보호구를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수립

한 경우에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작업장에 대

한 석면조사 방법 및 종료일자, 석면조사 결과의 요지를 해

당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5> [제목개정 20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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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2조(출입의 금지) 제493조(흡연 등의 금지) 

① 사업주는 제489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숙지하고 제491조제1항 각 호의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사람 외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는 작업장

(이하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이라 한다)에 출입하게 해

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3.5>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사업

주의 허락 없이 출입해서는 아니 된다.

①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장에서 근로자가 담배

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먹지 않도록 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5>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흡연 또는 음식물의 섭취가 

금지된 장소에서 흡연 또는 음식물 섭취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494조(위생설비의 설치 등)

①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장과 연결되거나 인접

한 장소에 탈의실·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

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2.3.5.>

②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 종사한 근로자에게 

제491조제1항 각 호의 개인보호구를 작업복 갱의실에

서 벗어 밀폐용기에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3.5.>

③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작업 

도중 일시적으로 작업장 밖으로 나가는 경우에는 고성

능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를 사용하는 방법 등으로 

제491조제2항에 따라 착용한 개인보호구에 부착된 석

면분진을 제거한 후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3.5.>

④ 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보관 중인 개인보호구를 폐

기하거나 세척하는 등 석면분진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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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5조(석면해체·제거작업 시의 조치)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

도록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다른 조치를 한 경우

로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조치

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진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3.5>

1.  분무(噴霧)된 석면이나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 또는 내화피복

재(耐火被覆材)의 해체·제거작업

가.  창문·벽·바닥 등은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하

고 해당 장소를 음압(陰壓)으로 유지할 것(작업장이 실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나.  작업 시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고성능 필터가 장착

된 석면분진 포집장치를 가동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작업장이 실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  물이나 습윤제(濕潤劑)를 사용하여 습식(濕式)으로 작업

할 것

라.  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작업장

과 연결하여 설치할 것(작업장이 실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석면이 함유된 벽체, 바닥타일 및 천장재의 해체·제거작업

{천공(穿孔)작업 등 석면이 적게 흩날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

에는 나목의 조치로 한정한다}

    가.  창문·벽·바닥 등은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

폐할 것

  

    나. 물이나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작업할 것

    다.  작업장소를 음압으로 유지할 것(석면함유 벽체·바닥타

일·천장재를 물리적으로 깨거나 기계 등을 이용하여 

절단하는 작업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석면이 함유된 지붕재의 해체·제거작업

    가. 해체된 지붕재는 직접 땅으로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말 것

    나.  물이나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작업할 것(습식작업 

시 안전상 위험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난방이나 환기를 위한 통풍구가 지붕 근처에 있는 경우

에는 이를 밀폐하고 환기설비의 가동을 중단할 것

4. 석면이 함유된 그 밖의 자재의 해체·제거작업

    가.  창문·벽·바닥 등은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

할 것(작업장이 실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나.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석면분진 포집장치를 가

동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작업장이 실외인 경우

에만 해당한다)

    다. 물이나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작업할 것

    [제목개정 20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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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6조(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서 발생한 석면함유 잔

재물 등을 비닐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밀봉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표지를 붙여 「폐

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3.5.>

제497조의3(석면함유 폐기물 처리 작업 시 조치)

① 사업주는 석면을 1퍼센트 이상 함유한 폐기물(석면

의제거작업 등에 사용된 비닐시트·방진마스크·작업

복등을 포함한다)을 처리하는 작업으로서 석면분진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석면분진 발산원을 밀폐하거나 국소배기장치

를 설치하거나 습식방법으로 작업하도록 하는 등 석면

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3>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에 관하여는 제464조, 제491조

제1항, 제492조, 제493조, 제494조제2항부터 제4항까

지 및 제500조를 준용하고, 제1항에 따른 근로자에 관

하여는 제491조제2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3.5]

제497조(잔재물의 흩날림 방지) 제497조의2(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의 적용 특례) 

①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서 발생된 석면을 함

유한 잔재물은 습식으로 청소하거나 고성능필터가 장착

된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여 청소하는 등 석면분진이 흩

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3.5>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청소하는 경우에 압축공기를 

분사하는 방법으로 청소해서는 아니 된다.

석면해체·제거작업 중 석면의 함유율이 1퍼센트 이하

인 경우의 작업에 관해서는 제489조부터 제497조까지

의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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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금지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3장 금지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 통칙   

제498조(정의)    

제499조(설비기준 등)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지유해물질”이란 영 제29조에 따른 유해물질을 말한다.

2.  “시험·연구 목적”이란 실험실이나 연구실에서 물질분석 등

을 위하여 금지유해물질을 시약으로 사용하거나 그 밖의 용

도로 조제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금지유해물질을 시험·연구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조치

를 하여야 한다.

1.  제조·사용 설비는 밀폐식 구조로서 금지유해물질의 가

스, 증기 또는 분진이 새지 않도록 할 것. 다만, 밀폐식 구

조로 하는 것이 작업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여 부스식 후

드의 내부에 그 설비를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실험실등”이란 금지유해물질을 시험 또는 연구용으로 제

조·사용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2절 시설ㆍ설비기준 및 성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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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지유해물질을 제조·저장·취급하는 설비는 내식성의 

튼튼한 구조일 것

3.  금지유해물질을 저장하거나 보관하는 양은 해당 시험·연

구에 필요한 최소량으로 할 것

4. 금지유해물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소화설비를 갖출 것

5.  제조·사용·취급 조건이 해당 금지유해물질의 인화점 이

상인 경우에는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는 적절한 방폭

구조(防爆構造)로 할 것

6.  실험실등에서 가스·액체 또는 잔재물을 배출하는 경우에

는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② 사업주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설치한 밀폐식 구조라

도 금지유해물질을 넣거나 꺼내는 작업 등을 하는 경우

에 해당 작업장소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금지유해물질의 가스·증기 또는 분진이 새지 않

는 방법으로 작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0조(국소배기장치의 성능 등)

사업주는 제499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부스식 후드

의 내부에 해당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1.  부스식 후드의 개구면 외의 곳으로부터 금지유해물질의 

가스·증기 또는 분진 등이 새지 않는 구조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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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금지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2. 부스식 후드의 적절한 위치에 배풍기를 설치할 것 3. 제2호에 따른 배풍기의 성능은 부스식 후드 개구면에서

의 제어풍속이 아래 표에서 정한 성능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물질의 상태 제어풍속(미터/초)

가스상태

입자상태

0.5

1.0

비고: 이표에서 제어풍속이란 모든 부스식 후드의 개구면

을 완전개방했을 때의 풍속을 말한다 

제501조(바닥) 

사업주는 금지유해물질의 제조·사용 설비가 설치된 장

소의 바닥과 벽은 불침투성 재료로 하되, 물청소를 할 

수 있는 구조로 하는 등 해당 물질을 제거하기 쉬운 구

조로 하여야 한다.

제502조(유해성 등의 주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금지유해물질을 제조·사용하는 경

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물리적·화학적 특성

2. 발암성 등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3. 취급상의 주의사항

4.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와 착용방법

제3절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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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위급상황 시의 대처방법과 응급처치 요령  6.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제503조(용기) 

① 사업주는 금지유해물질의 보관용기는 해당 물질이 

새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1. 뒤집혀 파손되지 않는 재질일 것

2. 뚜껑은 견고하고 뒤집혀 새지 않는 구조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기는 전용 용기를 사용하고 사용한 

용기는 깨끗이 세척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용기에는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경고

표지를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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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4조(보관)

제505조(출입의 금지 등)

① 사업주는 금지유해물질을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

이 취급할 수 없도록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고, 그 사실

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게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1. 실험실등의 일정한 장소나 별도의 전용장소에 보관할 것

① 사업주는 금지유해물질 제조·사용 설비가 설치된 

실험실등에는 관계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중 일람표 

번호 503에 따른 표지를 출입구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12.3.5.>

2. 금지유해물질 보관장소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게시할 것

    가. 금지유해물질의 명칭

    나. 인체에 미치는 영향

    다. 위급상황 시의 대처방법과 응급처치 방법

3.  금지유해물질 보관장소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등 시

험·연구 외의 목적으로 외부로 내가지 않도록 할 것

② 사업주는 금지유해물질 또는 이에 의하여 오염된 물

질은 일정한 장소를 정하여 저장하거나 폐기하여야 하

며, 그 장소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

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입이 금지된 장소

에 사업주의 허락 없이 출입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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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6조(흡연 등의 금지) 

제508조(세안설비 등) 

제507조(누출 시 조치) 

제509조(기록의 보존) 

① 사업주는 금지유해물질을 제조·사용하는 작업장에

서 근로자가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먹지 않도록 하

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흡연 또는 음식물의 섭취가 

금지된 장소에서 흡연 또는 음식물 섭취를 해서는 아니 

된다.

사업주는 응급 시 근로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실험

실등에 긴급 세척시설과 세안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금지유해물질이 실험실등에서 새는 경우에 흩

날리지 않도록 흡착제를 이용하여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금지유해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

는 물질의 이름, 사용량, 시험·연구내용, 새는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그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510조(보호복 등)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금지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피부노출을 방지할 수 있는 불침투성 보호복·보호장갑 

등을 개인전용의 것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절 보호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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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1조(호흡용 보호구)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금지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별도의 정화통을 갖춘 근로자 전용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보호복과 보호장

갑 등을 평상복과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전용 보관

함을 갖추고 필요시 오염 제거를 위하여 세탁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

제4장 소음 및 진동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 통칙   

 제512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음작업”이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85데시벨 이상

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을 말한다.

2.  “강렬한 소음작업”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가. 9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8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나. 9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4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다. 10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2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라. 10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1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마. 11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30분 이상 발생하는 작업

바. 11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15분 이상 발생하는 작업

3.  “충격소음작업”이란 소음이 1초 이상의 간격으로 발생하는 작

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가.  12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이 1일 1만회 이상 발생하는 작업

나.  13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이 1일 1천회 이상 발생하는 작업

다.  14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이 1일 1백회 이상 발생하는 작업

4.  “진동작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  

기구를 사용하는 작업을 말한다.

    가. 착암기(鑿巖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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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동력을 이용한 해머

    다. 체인톱

    라. 엔진 커터(engine cutter)

    마. 동력을 이용한 연삭기

    바. 임팩트 렌치(impact wrench)

    사.  그 밖에 진동으로 인하여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기계·기구

5.  “청력보존 프로그램”이란 소음노출 평가, 소음노출 기준 초

과에 따른 공학적 대책, 청력보호구의 지급과 착용, 소음의 

유해성과 예방에 관한 교육, 정기적 청력검사, 기록·관리 

사항 등이 포함된 소음성 난청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종

합적인 계획을 말한다.

제2절 강렬한 소음작업 등의 관리기준   

제513조(소음 감소 조치) 제514조(소음수준의 주지 등) 

사업주는 강렬한 소음작업이나 충격소음작업 장소에  

대하여 기계·기구 등의 대체, 시설의 밀폐·흡음(吸音) 

또는 격리 등 소음 감소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만, 작업의 성질상 기술적·경제적으로 소음 감소를 위

한 조치가 현저히 곤란하다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해당 작업장소의 소음 수준

2.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3. 보호구의 선정과 착용방법

4. 그 밖에 소음으로 인한 건강장해 방지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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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5조(난청발생에 따른 조치) 

사업주는 소음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소음성 난청 등

의 건강장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작업장의 소음성 난청 발생 원인 조사

2.  청력손실을 감소시키고 청력손실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

한 대책 마련

3. 제2호에 따른 대책의 이행 여부 확인

4. 작업전환 등 의사의 소견에 따른 조치

제3절 보호구 등 

제516조(청력보호구의 지급 등) 제517조(청력보존 프로그램 시행 등)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청력보호

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력보호구는 근로자 개인 전용의 것

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청력보존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법 제42조에 따른 소음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 소음수준이 

90데시벨을 초과하는 사업장

2. 소음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한 사업장

제518조(진동보호구의 지급 등)

① 사업주는 진동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방진장갑 등 진동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된 진동보호구를 사업주

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

제4절 진동작업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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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9조(유해성 등의 주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진동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충분히 알려야 한다.

1.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2. 보호구의 선정과 착용방법

3. 진동 기계·기구 관리방법

4. 진동 장해 예방방법

제520조(진동 기계·기구 사용설명서의 비치 제521조(진동기계·기구의 관리) 

사업주는 근로자가 진동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 

진동 기계·기구의 사용설명서 등을 작업장 내에 갖추

어 두어야 한다.

사업주는 진동 기계·기구가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상시 점검하여 보수하는 등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5장 이상기압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 통칙   

 제522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상기압”이란 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 이상

인   기압을 말한다.

2.  “고압작업”이란 이상기압에서 잠함공법(潛函工法)이나 그 

외의 압기공법(壓氣工法)으로 하는 작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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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이상기압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3.  “잠수작업”이란 물속에서 공기압축기나 호흡용 공기통을     

이 용하여 하는 작업을 말한다.

 4.  “기압조절실”이란 고압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작업

실에 출입할 때 가압 또는 감압을 받는 장소를 말한다.

  5. “압력”이란 게이지 압력을 말한다.

제523조(작업실 공기의 부피)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압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작업실

의 공기의 부피가 근로자 1인당 4세제곱미터 이상이  되

도록 하여야 한다.

제2절 설비 등 

제524조(기압조절실 공기의 부피와 환기 등) 제525조(공기청정장치)

① 사업주는 기압조절실의 바닥면적과 공기의 부피를 

그 기압조절실에서 가압이나 감압을 받는 근로자 1인당 

각각 0.3제곱미터 이상 및 0.6세제곱미터 이상이 되도

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기압조절실 내의 탄산가스로 인한 건강장

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탄산가스의 분압이 제

곱센티미터당 0.005킬

로그램을 초과하지 않

도록 환기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사업주는 공기압축기에서 작업실, 기압조절실 또는 

잠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잠수작업자"라 한다)

에게 공기를 보내는 송기관의 중간에 공기를 청정하게 

하기 위한 공기청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기청정장치의 성능은 「산업표준화

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인 스쿠버용 압축공기 기준에 

맞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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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6조(배기관)

제528조(자동경보장치 등)

제527조(압력계)

① 사업주는 작업실이나 기압조절실에 전용 배기관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고압작업자에게 기압을 낮추기 위한 기압조절실

의 배기관은 내경(內徑)을 53밀리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① 사업주는 작업실 또는 기압조절실로 불어넣는 공기

압축기의 공기나 그 공기압축기에 딸린 냉각장치를 통

과한 공기의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한 경우에 그 공

기압축기의 운전자 또는 그 밖의 관계자에게 이를 신속

히 알릴 수 있는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기압조절실 내부를 관찰할 수 있는 창을 설

치하는 등 외부에서 기압조절실 내부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① 사업주는 공기를 작업실로 보내는 밸브나 콕을 외부

에 설치하는 경우에 그 장소에 작업실 내의 압력을 표시

하는 압력계를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밸브나 콕을 내부에 설치하

는 경우에 이를 조작하는 사람에게 휴대용 압력계를 지

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고압작업자에게 가압이나 감압을 하기 위

한 밸브나 콕을 기압조절실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에 그 

장소에 기압조절실 내의 압력을 표시하는 압력계를 함

께 설치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3항에 따른 밸브나 콕을 기압조절실 내

부에 설치하는 경우에 이를 조작하는 사람에게 휴대용 

압력계를 지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압력계는 한 눈

금이 제곱센티미터당 0.2킬로그램 이하인 것이어야 한

다.

⑥ 사업주는 잠수작업자에게 압축공기를 보내는 경우에 

압력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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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이상기압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529조(피난용구)

제530조(공기조)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압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호흡용 

보호구, 섬유로프, 그 밖에 비상시 고압작업자를 피난시

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용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① 사업주는 잠수작업자에게 공기를 보내는 경우에 공

기량을 조절하기 위한 공기조와 사고 시에 필요한 공기

를 저장하기 위한 공기조(이하 “예비공기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공기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

는 것이어야 한다.

1.  공기조 안의 공기압력은 항상 최고 잠수심도(潛水深度) 압

력의 1.5배 이상일 것

2.  공기조의 내용적(內容積)은 다음의 계산식으로 계산한 값 

이상일 것

V= 60(0.3+4)/P

V: 공기조의 내용적(단위:리터)

D: 최고 잠수심도(단위:미터)

P: 공기조 내의 공기의 압력(단위:제곱센티미터 당 킬로그

제531조(압력조정기) 

사업주는 공기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 이상

인 호흡용 공기통의 공기를 잠수작업자에게 보내는 경

우에 2단 이상의 감압방식에 의한 압력조정기를 잠수작

업자에게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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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작업방법 등

제532조(가압의 속도) 제533조(감압의 속도)

사업주는 기압조절실에서 고압작업자에게 가압을 하는 

경우 1분에 제곱센티미터당 0.8킬로그램 이하의 속도로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기압조절실에서 고압작업자에게 감압을 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도

록 하여야 한다.

제534조(감압의 특례 등)

제535조(감압 시의 조치)

① 사업주는 사고로 인하여 고압작업자를 대피시키거나 

건강에 이상이 발생한 고압작업자를 구출할 경우에 필

요하면 제5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보다 감압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감압정지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감압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감압정지시간을 단축한 경우에 해당 근로자를 빨리 기

압조절실로 대피시키고 그 근로자가 작업한 고압실 내

의 압력과 같은 압력까지 가압을 하여야 한다.

① 사업주는 기압조절실에서 고압작업자에게 감압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압조절실 바닥면의 조도를 20럭스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  기압조절실 내의 온도가 섭씨 10도 이하가 되는 경우에 

고압작업자에게 모포 등 적절한 보온용구를 지급하여 사

용하도록 할 것

3.  감압에 필요한 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고압작

업자에게 의자 또는 그 밖의 휴식용구를 지급하여 사용

하도록 할 것

② 사업주는 기압조절실에서 고압작업자에게 감압을 하

는 경우에 그 감압에 필요한 시간을 해당 고압작업자에

게 미리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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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이상기압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536조(감압상황의 기록 등)

제538조(부상의 특례 등)

제537조(부상의 속도 등)

제539조(연락) 

① 사업주는 이상기압에서 근로자에게 고압작업을 하도

록 하는 경우 기압조절실에 자동기록 압력계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해당 고압작업자에게 감압을 할 때마다 그 

감압의 상황을 기록한 서류, 그 고압작업자의 성명과 감

압일시 등을 기록한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5년간 보존

하여야 한다.

① 사업주는 사고로 인하여 잠수작업자를 수면 위로   

올라오게 하는 경우에 제53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사고를 당한 잠수작업자를 수면 위로 올라

오게 한 경우에 가능한 한 빨리 해당 잠수작업자를 기압

조절실로 대피시키고 그 잠수업무의 최고수심에 대한 

압력과 같은 압력까지 가압하거나 그 잠수작업자를 그 

잠수업무의 최고수심까지 다시 잠수시켜야 한다.

사업주는 잠수작업자를 수면 위로 올라오게 하는 경우

에 그 속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에 따라야 한다.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압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 중

에 고압작업자 및 공기압축기 운전자와의 연락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한 감시인을 기압조절실 부

근에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압작업자 및 공기압축기 운전자와 감시인

이 서로 통화할 수 있도록 통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통화장치가 고장난 경우에 

다른 방법으로 연락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그 설비를 고압작업자, 공기압축기 운전자 및 감시인이 

보기 쉬운 곳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고용노동부 고시 2009-5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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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0조(배기·침하 시의 조치) 제541조(발파하는 경우의 조치)

① 사업주는 물 속에서 작업을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구

조물(이하 "잠함(潛函)"이라 한다)을 물 속으로 가라앉히

는 경우에 우선 고압작업자를 잠함의 밖으로 대피시키

고 내부의 공기를 바깥으로 내보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잠함을 가라앉히는 경우에는 유해가스

의 발생 여부 또는 그 밖의 사항을 점검하고 고압작업자

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없는지를 확인한 후에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작업실 내에서 발파(發破)를 하는 경우에 작업

실 내의 기압이 발파 전의 상태와 같아질 때까지는 고압

실 내에 근로자가 들어가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542조(화상 등의 방지) 

① 사업주는 고압작업을 하는 경우에 대기압을 초과하

는 기압에서의 가연성물질의 연소위험성에 대하여 근로

자에게 알리고, 고압작업자의 화상이나 그 밖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등은 보호망이 부착되어 있거나, 전구가 파손되어 가

연성물질에 떨어져 불이 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할 것

2.  전류가 흐르는 차단기는 불꽃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사용할 것

3.  난방을 할 때는 고온으로 인하여 가연성물질의 점화원이 

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할 것

② 사업주는 고압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용접·용단 작

업이나 화기 또는 아크를 사용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용접등의 작업"이라 한다)을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작업실 내의 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 미만인 

장소에서는 용접등의 작업을 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고압작업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화기 등 

불이 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지니고 출입하는 것을 금지

하고, 그 취지를 기압조절실 외부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부득이한 경우로

서 작업실 내의 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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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이상기압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543조(잠함작업실 굴착의 제한) 제544조(송기량) 

사업주는 잠함의 급격한 침하(沈下)에 따른 고압실 내 

작업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잠함작업실 아랫부분

을 50센티미터 이상 파서는 아니 된다.

사업주는 공기압축기나 수동펌프에 의하여 잠수작업자

에게 공기를 보내는 경우에 잠수작업자마다 그 수심의 

압력 아래에서 분당 송기량을 60리터 이상이 되도록 하

여야 한다.

제545조(호흡용 공기통을 사용하는 잠수작업)

제546조(고농도 산소의 사용 제한)

사업주는 잠수작업자에게 호흡용 공기통(비상용은 제외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지니게 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잠수작업자에게 해당 호흡용 공기통의 급기능력(給氣能力)

과 상태를 잠수 전에 알릴 것

2.  잠수작업자의 이상 유무를 감시하는 사람을 배치할 것

사업주는 잠수작업을 하는 잠수작업자에게 고농도의 산

소만을 들이마시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급부상

(急浮上) 등으로 중대한 신체상의 장해가 발생한 잠수작

업자를 치유하기 위하여 다시 잠수하여 산소를 들이마

시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인 장소에서 용접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④ 근로자는 고압작업장소에 화기 등 불이 날 우려가 있

는 물건을 지니고 출입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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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7조(감시인)

제548조(잠수작업자의 휴대물 등)

사업주는 공기압축기나 수동펌프에 의하여 공기를 보내

는 잠수작업이나 압축공기통(잠수작업자에게 지니게 한 

것은 제외한다)에서 급기하는 잠수작업을 하는 경우에 

잠수작업자와의 연락을 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 및 제

548조에서 "감시인"이라 한다)을 잠수작업자 2명당 1명

씩 배치하고 감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

록 하여야 한다.

1.  잠수작업자를 적정하게 잠수시키거나 수면 위로 올라오게   

할 것

2.  잠수작업자에 대한 송기조절을 위한 밸브나 콕을 조작하는 

사람과 연락하여 잠수작업자에게 필요한 양의 공기를 보내

도록 할 것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공기압축기 및 수동펌프에 의하

여 공기를 보내는 잠수작업이나 압축공기통(비상용 및 

잠수작업자에게 지니게 한 것은 제외한다)에 의하여 공

기를 보내는 잠수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잠수작업자에

게 신호밧줄, 수중시계, 수중압력계 및 예리한 칼 등을 

지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잠수작업자와 감시인 간에 

통화장치에 의하여 통화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경우에

는 신호밧줄, 수중시계 및 수중압력계를 지니게 하지 아

니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잠수작업자가 압축공기통을 지니고 잠수작

업을 하는 경우에 잠수작업자에게 수중시계, 수중압력

계 및 예리한 칼 등을 지니는 것 외에 구명조끼를 착용

하게 하여야 한다.

3.  송기설비의 고장이나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잠수작업자에

게 위험이나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

히 잠수작업자에게 연락할 것

4.  헬멧식 잠수기를 사용하는 잠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잠

수 직전에 해당 잠수작업자의 헬멧이 본체에 결합되었는

지를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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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이상기압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551조(고압작업설비의 점검 등) 

① 사업주는 고압작업을 위한 설비나 기구에 대하여 다

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시설이나 장치에 대하여 매일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제526조에 따른 배기관과 제539조제2항에 따른 통화장치

나. 작업실과 기압조절실의 공기를 조절하기 위한 밸브나 콕

다. 작업실과 기압조절실의 배기를 조절하기 위한 밸브나 콕

라.  작업실과 기압조절실에 공기를 보내기 위한 공기압축기

에 부속된 냉각장치

2. 다음 각 목의 장치와 기구에 대하여 매주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제528조에 따른 자동경보장치

나. 제529조에 따른 용구

다. 작업실과 기압조절실에 공기를 보내기 위한 공기압축기

3. 다음 각 목의 장치와 기구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제527조와 제549조에 따른 압력계

나. 제525조에 따른 공기청정장치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 즉시 보수, 교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49조(관리감독자의 휴대기구) 제550조(출입의 금지)

사업주는 고압작업의 관리감독자에게 휴대용압력계·

손전등, 이산화탄소 등 유해가스농도측정기 및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신호용 기구를 지니도록 하여야 한다. <개

정 2012.3.5.>

① 사업주는 기압조절실을 설치한 장소와 조작하는    

장소에 관계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사업

주의 허락 없이 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4절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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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2조(잠수작업 설비의 점검 등)

① 사업주는 잠수작업을 하는 경우에 잠수 전에 다음  

각 호의 잠수기구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1.  잠수기, 송기관 및 신호밧줄(공기압축기에 의하여 공기를 

보내는 잠수작업에만 해당한다)

2.  호흡용 공기통(비상용 및 잠수작업자에게 지니게 한 것은 

제외한다)에서 공기를 보내는 잠수작업의 잠수기, 송기관, 

신호밧줄 및 제531조에 따른 압력조정기

3.  잠수작업자가 호흡용 공기통(비상용은 제외한다)을 지니

는 경우 잠수기 및 제531조에 따른 압력조정기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잠수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설비를 점검하여야 한다.

1. 공기압축기에 의하여 공기를 보내는 잠수작업

가. 공기압축기나 수압펌프는 매주 1회 이상

나. 제548조에 따른 수중압력계는 매월 1회 이상

다. 제548조에 따른 수중시계는 3개월에 1회 이상

2.  호흡용 공기통(잠수작업자에게 지니게 한 것은 제외한다)

에서 공기를 보내는 잠수작업

가. 제548조에 따른 수중압력계는 매월 1회 이상

나. 제548조에 따른 수중시계는 3개월에 1회 이상

다. 산소발생기는 6개월에 1회 이상

③ 사업주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 즉시 보수, 교체, 그 밖에 필요한 조

치를 하여야 한다.

제553조(사용 전 점검 등)  제554조(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조치)

① 사업주는 송기설비를 설치한 후 처음으로 사용하는 

경우, 송기설비를 분해하여 개조하거나 수리를 한 후 처

음으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1개월 이상 사용하지 아니

한 송기설비를 다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송기설비를 

점검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상을 발견한 경우

에 즉시 보수, 교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사업주는 송기설비의 고장이나 그 밖의 사고로 인하

여 고압작업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

우에 즉시 고압작업자를 외부로 대피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송기설비의 이

상 유무, 잠함 등의 이상 침하 또는 기울어진 상태 등을 

점검하여 고압작업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

음을 확인한 후에 출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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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온도·습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556조(고기압에서의 작업시간) 제557조(잠수시간)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압작업을 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에 따라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잠수작업을 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에 따라야 한다.

제555조(점검 결과의 기록)

사업주는 제551조부터 제5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

검을 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5년간 기록·보존

하여야 한다.

1. 점검연월일

2. 점검 방법

3. 점검 구분

4. 점검 결과

5. 점검자의 성명

6. 점검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사항

제6장 온도ㆍ습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 통칙   

 제55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열"이란 열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열경련·열탈진 또는    

열사병 등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더운 온도를 말

한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09-58호>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09-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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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랭”이란 냉각원(冷却源)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동상 등

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차가운 온도를 말한다.

3.  “다습”이란 습기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피부질환 등의 건강

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습한 상태를 말한다.

제559조(고열작업 등)

① “고열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장소에서의 작업을 말한다.

1.  용광로, 평로(平爐), 전로 또는 전기로에 의하여 광물이나 금

속을 제련하거나 정련하는 장소

2.  용선로(鎔船爐) 등으로 광물·금속 또는 유리를 용해하는 장소

3.  가열로(加熱爐) 등으로 광물·금속 또는 유리를 가열하는 장소

4. 도자기나 기와 등을 소성(燒成)하는 장소

5. 광물을 배소(焙燒) 또는 소결(燒結)하는 장소

6. 가열된 금속을 운반·압연 또는 가공하는 장소

7. 녹인 금속을 운반하거나 주입하는 장소

8. 녹인 유리로 유리제품을 성형하는 장소

9. 고무에 황을 넣어 열처리하는 장소

10. 열원을 사용하여 물건 등을 건조시키는 장소

11. 갱내에서 고열이 발생하는 장소

12. 가열된 노(爐)를 수리하는 장소

1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장소

② “한랭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장소에서의 작업을 말한다.

1. 다량의 액체공기·드라이아이스 등을 취급하는 장소

2. 냉장고·제빙고·저빙고 또는 냉동고 등의 내부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장소

③ “다습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장소에서의 작업을 말한다.

1. 다량의 증기를 사용하여 염색조로 염색하는 장소

2.  다량의 증기를 사용하여 금속·비금속을 세척하거나 도

금하는 장소

3. 방적 또는 직포(織布) 공정에서 가습하는 장소

4. 다량의 증기를 사용하여 가죽을 탈지(脫脂)하는 장소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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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온도·습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2절 설비기준과 성능 등

제3절 작업관리 등

제560조(온도·습도 조절)

제562조(고열장해 예방 조치)

제561조(환기장치의 설치 등) 

① 사업주는 고열·한랭 또는 다습작업이 실내인 경우

에 냉난방 또는 통풍 등을 위하여 적절한 온도·습도 조

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온도·

습도 조절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여 별도의 

건강장해 방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열작업을 하는 경우에 열경련·열

탈진 등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

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를 새로 배치할 경우에는 고열에 순응할 때까지 고

열작업시간을 매일 단계적으로 증가시키는 등 필요한 조

치를 할 것

사업주는 실내에서 고열작업을 하는 경우에 고열을 감

소시키기 위하여 환기장치 설치, 열원과의 격리, 복사열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냉방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 외

부의 대기온도보다 현저히 낮게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작

업의 성질상 냉방장치를 가동하여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여

야 하는 장소로서 근로자에게 보온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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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자가 온도·습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온도계 등의 기

기를  작업장소에 상시 갖추어 둘 것

제563조(한랭장해 예방 조치) 

제565조(가습)

제564조(다습장해 예방 조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한랭작업을 하는 경우에 동상 등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

야 한다.

1. 혈액순환을 원활히 하기 위한 운동지도를 할 것

2. 적절한 지방과 비타민 섭취를 위한 영양지도를 할 것

3. 체온 유지를 위하여 더운물을 준비할 것

4. 젖은 작업복 등은 즉시 갈아입도록 할 것

사업주는 작업의 성질상 가습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근

로자의 건강에 유해하지 않도록 깨끗한 물을 사용하여

야 한다.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습작업을 하는 경우에 습기 제

거를 위하여 환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습기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작업의 성질상 습기 제

거가 어려운 경우에 다습으로 인한 건강장해가 발생하

지 않도록 개인위생관리를 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

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실내에서 다습작업을 하는 경우에 수시로 

소독하거나 청소하는 등 미생물이 번식하지 않도록 필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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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온도·습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566조(휴식 등)

제569조(출입의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열·한랭·다습 작업을 하는 경우

에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

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 다량의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장소나 매우 뜨거운 장소

2. 다량의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장소나 매우 차가운 장소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사업주의 

허락 없이 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567조(휴게시설의 설치) 제568조(갱내의 온도)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열·한랭·다습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들이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

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고열·한랭 또는 다습작업과 격리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55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갱내의 기온은 섭씨 37도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구조 작업이나 유

해·위험 방지작업을 할 때 고열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

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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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적절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다량의 고열물체를 취급하거나 매우 더운 장소에서 작업

하는 근로자: 방열장갑과 방열복

 

2.  다량의 저온물체를 취급하거나 현저히 추운 장소에서 작

업하는 근로자: 방한모, 방한화, 방한장갑 및 방한복

제570조(세척시설 등) 제571조(소금과 음료수 등의 비치)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의 작업복이 심하게 젖게 되는 

작업장에 탈의시설, 목욕시설, 세탁시설 및 작업복을 말

릴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장소

에 소금과 깨끗한 음료수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4절 보호구 등 

제572조(보호구의 지급 등) 

② 제1항에 따라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개인 전용의 것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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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방사선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2절 방사성물질 관리시설 등 

제574조(방사성물질의 밀폐 등)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사선 업

무를 하는 경우에 방사성물질의 밀폐, 차폐물(遮蔽物)의 

설치, 국소배기장치의 설치, 경보시설의 설치 등 근로자

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3>

1.  엑스선 장치의 제조·사용 또는 엑스선이 발생하는 장치

의 검사업무

2.  선형가속기(線形加速器), 사이크로트론(cyclotron) 및 신

크로트론(synchrotron) 등 하전입자(荷電粒子)를 가속하

는 장치(이하 "입자가속장치"라 한다)의 제조·사용 또는 

방사선이 발생하는 장치의 검사 업무

3.  엑스선관과 케노트론(kenotron)의 가스 제거 또는 엑스선

이 발생하는 장비의 검사 업무

4. 방사성물질이 장치되어 있는 기기의 취급 업무

5. 방사성물질 취급과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물질의 취급 업무

6. 원자로를 이용한 발전업무

7. 갱내에서의 핵원료물질의 채굴 업무

8. 그 밖에 방사선 노출이 우려되는 기기 등의 취급 업무

② 사업주는 「원자력안전법」제2조제23호의 방사선투과

검사를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같은 법 제2조제9호의 방사선발생장치를 이동사용

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근로

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장비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7.3.3>

1.「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제2조제3호에 따른 개인선량계

2. 방사선 경보기

③ 근로자는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7.3.3>

제7장 방사선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 통칙   

 제573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사선”이란 전자파나 입자선 중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공

기를 전리(電離)하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서 알파선, 중양자

선, 양자선, 베타선, 그 밖의 중하전입자선, 중성자선, 감마

선, 엑스선 및 5만 전자볼트 이상(엑스선 발생장치의 경우

에는 5천 전자볼트 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전자선을 말한다.

2.  “방사성물질”이란 핵연료물질, 사용 후의 핵연료, 방사성

동위원소 및 원자핵분열 생성물을 말한다.

3.  “방사선관리구역”이란 방사선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업무

를 하는 장소를 말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38 

제
3
편

 보
건

기
준

 

제575조(방사선관리구역의 지정 등) 제576조(방사선 장치실)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방사선업무를 하는 경우에 건강

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방사선 관리구역을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1. 방사선량 측정용구의 착용에 관한 주의사항

2. 방사선 업무상 주의사항

3. 방사선 피폭(被曝) 등 사고 발생 시의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방사선 건강장해 방지에 필요한 사항

② 사업주는 방사선업무를 하는 관계근로자가 아닌 사람

이 방사선 관리구역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제2항에 따라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사업

주의 허락 없이 출입해서는 아니 된다.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장치나 기기(이하 "방사선장치"

라 한다)를 설치하려는 경우에 전용의 작업실(이하 "방

사선장치실"이라 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적절

히 차단되거나 밀폐된 구조의 방사선장치를 설치한 경

우, 방사선장치를 수시로 이동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경

우 또는 사용목적이나 작업의 성질상 방사선장치를 방

사선장치실 안에 설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엑스선장치

2. 입자가속장치

3.   엑스선관 또는 케노트론의 가스추출 및 엑스선 이용 검사장치

4. 방사성물질을 내장하고 있는 기기

제577조(방사성물질 취급 작업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봉되어 있지 아니한 방사성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방사성물질 취급 작업실에서 작업하도

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누수의 조사

2. 곤충을 이용한 역학적 조사

3. 원료물질 생산 공정에서의 이동상황 조사

4. 핵원료물질을 채굴하는 경우

5.  그 밖에 방사성물질을 널리 분산하여 사용하거나 그 사용

이 일시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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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방사선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578조(방사성물질 취급 작업실의 구조) 

사업주는 방사성물질 취급 작업실 안의 벽·책상 등 오

염 우려가 있는 부분을 다음 각 호의 구조로 하여야 한

다.

1. 기체나 액체가 침투하거나 부식되기 어려운 재질로 할 것

2. 표면이 편평하게 다듬어져 있을 것

3. 돌기가 없고 파이지 않거나 틈이 작은 구조로 할 것

제3절 시설 및 작업관리 

제579조(게시 등) 

사업주는 방사선 발생장치나 기기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른 내용을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하여야 한다.

1. 입자가속장치

가. 장치의 종류

나. 방사선의 종류와 에너지

2. 방사성물질을 내장하고 있는 기기

가. 기기의 종류

나.  내장하고 있는 방사성물질에 함유된 방사성 동위원소의 

종류와 양(단위: 베크렐)

다. 해당 방사성물질을 내장한 연월일

라.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제580조(차폐물 설치 등) 제581조(국소배기장치 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방사선장치실, 방사성물질 취급작업

실, 방사성물질 저장시설 또는 방사성물질 보관·폐기 

시설에 상시 출입하는 경우에 차폐벽(遮蔽壁), 방호물 

또는 그 밖의 차폐물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 한다.

사업주는 방사성물질이 가스·증기 또는 분진으로 발생

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발산원을 밀폐하거나 국소배기

장치 등을 설치하여 가동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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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2조(방지설비)

제583조(방사성물질 취급용구)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체 또는 의복, 신발, 보호장구 등에 방사성물질이 부착될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판 또

는 막 등의 방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방지설비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로서 적절한 보호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사업주는 방사성물질 취급에 사용되는 국자, 집게 등

의 용구에는 방사성물질 취급에 사용되는 용구임을 표

시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용구를 사용한 후에 오염을 제거

하고 전용의 용구걸이와 설치대 등을 사용하여 보관하

여야 한다.

제584조(용기 등) 제585조(오염된 장소에서의 조치) 

사업주는 방사성물질을 보관·저장 또는 운반하는 경우

에 녹슬거나 새지 않는 용기를 사용하고, 겉면에는 방사

성물질을 넣은 용기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분말 또는 액체 상태의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장

소에 대하여 즉시 그 오염이 퍼지지 않도록 조치한 후 오

염된 지역임을 표시하고 그 오염을 제거하여야 한다.



241 

  제
3
편

 보
건

기
준

 

제7장 방사선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586조(방사성물질의 폐기물 처리)

사업주는 방사성물질의 폐기물은 방사선이 새지 않는 

용기에 넣어 밀봉하고 용기 겉면에 그 사실을 표시한 후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588조(오염된 보호구 등의 폐기) 제589조(세척시설 등) 

사업주는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보호복, 보호장갑, 호흡

용 보호구 등을 즉시 적절하게 폐기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방사성물질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에 

세면·목욕·세탁 및 건조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필

요한 용품과 용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4절 보호구 등 

제587조(보호구의 지급 등)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분말 또는 액체 상태의 방사성물

질에 오염된 지역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개인전용의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방사성물질을 취급하는 때에 방사성물질이 

흩날림으로써 근로자의 신체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

우에 보호복, 보호장갑, 신발덮개, 보호모 등의 보호구

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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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0조(흡연 등의 금지) 제591조(유해성 등의 주지) 

① 사업주는 방사성물질 취급 작업실 또는 그 밖에 방사성물

질을 들이마시거나 섭취할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 대하여 근

로자가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먹지 않도록 하고 그 내용

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흡연 또는 음식물 섭취가 금지된 장

소에서 흡연 또는 음식물 섭취를 해서는 아니 된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방사선업무를 하는 경우에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안전한 작업방법, 건강관리 요령 

등에 관한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장 병원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 통칙   

 제592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혈액매개 감염병”이란 인간면역결핍증, B형간염 및 C형

간염, 매독 등 혈액 및 체액을 매개로 타인에게 전염되어 

질병을 유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2.  “공기매개 감염병”이란 결핵·수두·홍역 등 공기 또는 비말

핵 등을 매개로 호흡기를 통하여 전염되는 감염병을 말한다.

3.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병”이란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

라증, 신증후군출혈열 등 동물의 배설물 등에 의하여 전

염되는 감염병과 탄저병, 브루셀라증 등 가축이나 야생

동물로부터 사람에게 감염되는 인수공통(人獸共通) 감염

병을 말한다.

4.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병 고위험작업”이란 다음 각 목의 

작업을 말한다.

가. 습지 등에서의 실외 작업

나.  야생 설치류와의 직접 접촉 및 배설물을 통한 간접 접촉

이 많은 작업

다. 가축 사육이나 도살 등의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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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혈액노출"이란 눈, 구강, 점막, 손상된 피부 또는 주사침 등

에 의한 침습적 손상을 통하여 혈액 또는 병원체가 들어 있

는 것으로 의심이 되는 혈액 등에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

제593조(적용 범위)

이 장의 규정은 근로자가 세균·바이러스·곰팡이 등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병원체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

하여 적용한다.

  1. 「의료법」상 의료행위를 하는 작업

  2. 혈액의 검사 작업

  3. 환자의 가검물(可檢物)을 처리하는 작업

  4. 연구 등의 목적으로 병원체를 다루는 작업

  5. 보육시설 등 집단수용시설에서의 작업

  6.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 고위험작업

제2절 일반적 관리기준 

제594조(감염병 예방 조치 등) 

사업주는 근로자의 혈액매개 감염병, 공기매개 감염병,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병(이하 "감염병"이라 한다)을 예

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염병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

2. 보호구 지급, 예방접종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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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염병 발생 시 원인 조사와 대책 수립 4. 감염병 발생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처치

제595조(유해성 등의 주지) 

제596조(환자의 가검물 등에 의한 오염 방지 조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병원체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이 있

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감염병의 종류와 원인

2. 전파 및 감염 경로

3. 감염병의 증상과 잠복기

4. 감염되기 쉬운 작업의 종류와 예방방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환자의 가검물을 처리(검사·운

반·청소 및 폐기를 말한다)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보

호앞치마, 보호장갑 및 보호마스크 등의 보호구를 지급

하고 착용하도록 하는 등 오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

치를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

제3절 혈액매개 감염 노출 위험작업 시 조치기준 

제597조(혈액노출 예방 조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혈액노출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혈액노출의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서는 음식물을 먹거나 담

배를 피우는 행위, 화장 및 콘택트렌즈의 교환 등을 금지

할 것

5. 노출 시 보고 등 노출과 감염 후 조치



245 

  제
3
편

 보
건

기
준

 

제8장 병원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2.  혈액 또는 환자의 혈액으로 오염된 가검물, 주사침, 각종 의

료 기구, 솜 등의 혈액오염물(이하 "혈액오염물"이라 한다)이 

보관되어 있는 냉장고 등에 음식물 보관을 금지할 것

3.  혈액 등으로 오염된 장소나 혈액오염물은 적절한 방법으

로 소독할 것

4. 혈액오염물은 별도로 표기된 용기에 담아서 운반할 것

5.  혈액노출 근로자는 즉시 소독약품이 포함된 세척제로 접촉 

부위를 씻도록 할 것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주사 및 채혈 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안정되고 편안한 자세로 주사 및 채혈을 할 수 있는 장소

를 제공할 것

2.  채취한 혈액을 검사 용기에 옮기는 경우에는 주사침 사용

을 금지하도록 할 것

3.  사용한 주사침은 바늘을 구부리거나, 자르거나, 뚜껑을 다

시 씌우는 등의 행위를 금지할 것(부득이하게 뚜껑을 다시 

씌워야 하는 경우에는 한 손으로 씌우도록 한다)

4.  사용한 주사침은 안전한 전용 수거용기에 모아 튼튼한 용

기를 사용하여 폐기할 것

③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흡연 또는 음식물 등의 섭취 

등이 금지된 장소에서 흡연 또는 음식물 섭취 등의 행위

를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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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8조(혈액노출 조사 등) 

① 사업주는 혈액노출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이를 기록하여 보존

하여야 한다.

1. 노출자의 인적사항

2. 노출 현황

3. 노출 원인제공자(환자)의 상태

4. 노출자의 처치 내용

5. 노출자의 검사 결과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 결과에 따라 혈액

에 노출된 근로자의 면역상태를 파악하여 별표 14에 따

른 조치를 하고, 혈액매개 감염의 우려가 있는 근로자는 

별표 15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와 조치 내

용을 즉시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와 조치 내

용을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 외에 해당 근로자에게 불

이익을 주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599조(세척시설 등) 제600조(개인보호구의 지급 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혈액매개 감염의 우려가 있는 작업

을 하는 경우에 세면·목욕 등에 필요한 세척시설을 설

치하여야 한다.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혈액노출이 우려되는 작업을 하

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따른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

도록 하여야 한다.

1.  혈액이 분출되거나 분무될 가능성이 있는 작업 : 보안경

과 보호마스크

2. 혈액 또는 혈액오염물을 취급하는 작업 : 보호장갑

3.  다량의 혈액이 의복을 적시고 피부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작업 : 보호앞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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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

제4절 공기매개 감염 노출 위험작업 시 조치기준 

제601조(예방 조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공기매개 감염병이 있는 환자와 

접촉하는 경우에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에게 결핵균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보호마스크를 지

급하고 착용하도록 할 것

2.  면역이 저하되는 등 감염의 위험이 높은 근로자는 전염성

이 있는 환자와의 접촉을 제한할 것

3.  가래를 배출할 수 있는 결핵환자에게 시술을 하는 경우

에는 적절한 환기가 이루어지는 격리실에서 하도록 할 것

4.  임신한 근로자는 풍진·수두 등 선천성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감염병 환자와의 접촉을 제한할 것

② 사업주는 공기매개 감염병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

하여 해당 감염병에 대한 면역상태를 파악하고 의학적

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사업

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48 

제
3
편

 보
건

기
준

 

제602조(노출 후 관리)

사업주는 공기매개 감염병 환자에 노출된 근로자에 대

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공기매개 감염병의 증상 발생 즉시 감염 확인을 위한 검

사를 받도록 할 것

2. 감염이 확인되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조치할 것

3.  풍진, 수두 등에 감염된 근로자가 임신부인 경우에는 태아

에 대하여 기형 여부를 검사받도록 할 것

4.  감염된 근로자가 동료 근로

자 등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적절한 기간 동안 접촉을 

제한하도록 할 것

제5절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 노출 위험작업 시 조치기준

제603조(예방 조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병 고 위험작

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긴 소매의 옷과 긴 바지의 작업복을 착용하도록 할 것

2.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병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음

식물 섭취 등을 제한할 것

3.  작업 장소와 인접한 곳에 오염원과 격리된 식사 및 휴식 

장소를 제공할 것

4. 작업 후 목욕을 하도록 지도할 것

5.  곤충이나 동물에 물렸는지를 확인하고 이상증상 발생 시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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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4조(노출 후 관리)  

사업주는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병 고위험작업을 수행

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증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1. 고열·오한·두통

2. 피부발진·피부궤양·부스럼 및 딱지 등

3. 출혈성 병변(病變)

제9장 분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 통칙   

 

 

제605조(정의) 

제606조(적용 제외)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분진”이란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서 발생하거나 흩날

리는 미세한 분말 상태의 물질을 말한다.

2. “분진작업”이란 별표 16에서 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3.  “호흡기보호 프로그램”이란 분진노출에 대한 평가, 분진

노출기준 초과에 따른 공학적 대책, 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분진의 유해성과 예방에 관한 교육, 정기적 건강

진단, 기록·관리 사항 등이 포함된 호흡기질환 예방·관

리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말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으로서 살수

(撒水)설비나 주유설비를 갖추고 물을 뿌리거나 주유를 

하면서 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작업하는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별표 16 제3호에 따른 작업 중 갱내에서 토석·암석·

광물 등(이하 "암석등"이라 한다)을 체로 거르는 장소에서

의 작업

2. 별표 16 제5호에 따른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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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별표 16 제6호에 따른 작업 중 연마재 또는 동력을 사용

하여 암석·광물 또는 금속을 연마하거나 재단하는 장소

에서의 작업

4.  별표 16 제7호에 따른 작업 중 동력을 사용하여 암석등 또는 탄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원료를 체로 거르는 장소에서의 작업

5.  별표 16 제7호에 따른 작업 중 동력을 사용하여 실외에서 

암석등 또는 탄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원료를 파쇄하거나 

분쇄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6.  별표 16 제7호에 따른 작업 중 암석등·탄소원료 또는 알

루미늄박을 물이나 기름 속에서 파쇄·분쇄하거나 체로 

거르는 장소에서의 작업

② 작업시간이 월 24시간 미만인 임시 분진작업에 대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

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다. 다만, 월 1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의 임시 분진작업을 

매월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1장의 규정에 따른 사무실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절 설비 등의 기준 

제607조(국소배기장치의 설치)

사업주는 별표 16 제5호부터 제2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진작업을 하는 실내작업장(갱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해당 

분진작업에 따른 분진을 줄이기 위하여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09조(국소배기장치의 성능)

제607조 또는 제6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설치하는 국

소배기장치는 별표 17에서 정하는 제어풍속 이상의 성

능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제608조(전체환기장치의 설치) 

사업주는 분진작업을 하는 때에 분진 발산 면적이 넓어 

제607조에 따른 설비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 전체환

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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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0조

제611조(설비에 의한 습기 유지)

[종전 제610조는 제4조의2로 이동 <개정 2012.3.5>]

사업주는 제6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분진작업장소에 

습기 유지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 분진작업을 하고 있는 

동안 그 설비를 사용하여 해당 분진작업장소를 습한 상

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3절 관리 등 

제612조(사용 전 점검 등)

① 사업주는 제607조와 제6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설

치한 국소배기장치를 처음으로 사용하는 경우나 국소배

기장치를 분해하여 개조하거나 수리를 한 후 처음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 

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1. 국소배기장치

가. 덕트와 배풍기의 분진 상태

나. 덕트 접속부가 헐거워졌는지 여부

다. 흡기 및 배기 능력

라.  그 밖에 국소배기장치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공기정화장치

가. 공기정화장치 내부의 분진상태

나. 여과제진장치(濾過除塵裝置)의 여과재 파손 여부

다. 공기정화장치의 분진 처리능력

라. 그 밖에 공기정화장치의 성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 즉

시 청소, 보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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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4조(분진의 유해성 등의 주지)

제615조(세척시설 등)

제616조(호흡기보호 프로그램 시행 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상시 분진작업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경

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분진의 유해성과 노출경로

2. 분진의 발산 방지와 작업장의 환기 방법

3. 작업장 및 개인위생 관리

4. 호흡용 보호구의 사용 방법

5. 분진에 관련된 질병 예방 방법

사업주는 근로자가 분진작업을 하는 경우에 목욕시설 

등 필요한 세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호흡기보호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법 제42조에 따른 분진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

2. 분진작업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한 사업장

제613조(청소의 실시)

① 사업주는 분진작업을 하는 실내작업장에 대하여 매

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청소를 하여야 한다.

② 분진작업을 하는 실내작업장의 바닥·벽 및 설비와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의 마루 등(실내만 해당

한다)에 대해서는 쌓인 분진을 제거하기 위하여 매월 1

회 이상 정기적으로 진공청소기나 물을 이용하여 분진

이 흩날리지 않는 방법으로 청소하여야 한다. 다만, 분

진이 흩날리지 않는 방법으로 청소하는 것이 곤란한 경

우로서 그 청소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호

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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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보호구 

제617조(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등)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분진작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

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작업장소에 분진 발생원을 

밀폐하는 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거나 해당 분진작업

장소를 습기가 있는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어 가

동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에 

근로자 개인전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보관함을 설치하

는 등 오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

제10장 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 통칙   

 제61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3.3>

1.  “밀폐공간”이란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별표 18에서 정한 장소를 말한다.

2.  “유해가스”란 탄산가스·일산화탄소·황화수소 등의 기

체로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말한다.

3.  “적정공기”란 산소농도의 범위가 18퍼센트 이상 23.5퍼센

트 미만, 탄산가스의 농도가 1.5퍼센트 미만,  일산화탄소

의 농도가 30피피엠 미만,황화수소의 농도가 10피피엠 미

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한다.

4.  “산소결핍”이란 공기 중의 산소농도가 18퍼센트 미만인 

상태를 말한다.

5.  “산소결핍증”이란 산소가 결핍된 공기를 들이마심으로써 

생기는 증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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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밀폐공간 내 작업 시의 조치 등 

제619조(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시행)

제619조의2(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제620조(환기 등)

①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2.  밀폐공간 내 질식ㆍ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ㆍ위험 요인

의 파악 및 관리 방안

3.  제2항에 따라 밀폐공간 작업 시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

한 확인 절차

4.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5. 그 밖에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근로자가 안전한 상

태에서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업 일시, 기간, 장소 및 내용 등 작업 정보

2. 관리감독자, 근로자, 감시인 등 작업자 정보

①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미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를 측정하여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도

록 하여야 한다.

1. 관리감독자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

3.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4.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

우에 작업을 시작하기 전과 작업 중에 해당 작업장을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하여야 한다. 다만, 

폭발이나 산화 등의 위험으로 인하여 환기할 수 없거

나 작업의 성질상 환기하기가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환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 3. 3>

3.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결과 및 후속조치 사항

4.   작업 중 불활성가스 또는 유해가스의 누출ㆍ유입ㆍ발생 가능

성 검토 및 후속조치 사항

5. 작업 시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의 종류

6. 비상연락체계

③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해당 작업장 출입구에 게시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7. 3. 3>

5. 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지정측정기관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한 결과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평가된 경우에는 작업장을 환기시키거나,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

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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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1조(인원의 점검) 

제624조(안전대 등) 

② 근로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착용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3>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그 장소에 근로자를 입장시킬 때와 퇴장시킬 때마다   

인원을 점검하여야 한다.

①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산소결핍

이나 유해가스로 인하여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안전대나 구명밧줄,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안전대나 구명밧줄을 착용하

도록 하는 경우에 이를 안전하게 착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7. 3. 3>

제622조(출입의 금지) 제623조(감시인의 배치 등)

① 사업주는  사업장 내 밀폐공간을 사전에 파악하여  

밀폐공간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

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출입금지 표지를 밀폐공

간 근처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3>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사업

주의 허락 없이 출입해서는 아니 된다.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동안 

작업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여 밀폐공

간 외부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시인은 밀폐공간에 종사하는 근로자

에게 이상이 있을 경우에 구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이를 즉시 관리감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동안 

그 작업장과 외부의 감시인 간에 항상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7.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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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5조(대피용 기구의 비치) 

제626조(삭제) <2017. 3. 3>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상시에 

근로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7.3.3>

제3절 유해가스 발생장소 등에 대한 조치기준 

제627조(유해가스의 처리 등)

제628조(소화설비 등에 대한 조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터널·갱 등을 파는 작업을 하는 경

우에 근로자가 유해가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미리 그 농

도를 조사하고, 유해가스의 처리방법, 터널·갱 등을 파

는 시기 등을 정한 후 이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지하철, 기관실, 선창, 그 밖에 통풍이 불

충부한 장소에 비치한 소화기나 소화설비에 탄산가

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소화기나 소화설비가 쉽게 뒤집히거나 손잡이가 쉽

게 작동되지 않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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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9조(용접 등에 관한 조치)

제630조(불활성기체의 누출)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탱크·보일러 또는 반응탑의 내

부 등 통풍이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용접·용단 작업

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3.5, 2015.12.31, 2017.3.3>

1.  작업장소는 가스농도를 측정(아르곤 등 불활성가스를 이

용하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산소농도 측정을 말한다)하고 

환기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적정공기 상태를 유지할 것

사업주는 근로자가 별표 18 제13호에 따른 기체(이하 

“불활성기체”라 한다)를 내보내는 배관이 있는 보일러·

탱크·반응탑 또는 선창 등의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

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밸브나 콕을 잠그거나 차단판을 설치할 것

2.  제1호에 따른 밸브나 콕과 차단판에는 잠금장치를 하고, 

이를 임의로 개방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3.  불활성기체를 내보내는 배관의 밸브나 콕 또는 이를 조작

하기 위한 스위치나 누름단추 등에는 잘못된 조작으로 인

하여 불활성기체가 새지 않도록 배관 내의 불활성기체의 

2.  제1호에 따른 환기 등의 조치로 해당 작업장소의 적정공기 상

태를 유지하기 어려울 경우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할 것

② 근로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사업

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

명칭과 개폐의 방향 등 조작방법에 관한 표지를 게시할 것

2.  소화를 위하여 작동하는 경우 외에 소화기나 소화설비를 

임의로 작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

소에 게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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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1조(불활성기체의 유입 방지)

제633조(출입구의 임의잠김 방지) 

제634조(가스배관공사 등에 관한 조치) 

제632조

사업주는 근로자가 탱크나 반응탑 등 용기의 안전판으

로부터 불활성기체가 배출될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 안전판으로부터 배출되는 불활성기체를 직

접 외부로 내보내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는 등 해당 불활

성기체가 해당 작업장소에 잔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탱크·반응탑 또는 그 밖의 밀폐시

설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작업하는 동안 해

당 설비의 출입뚜껑이나 출입문이 임의로 잠기지 않도

록 조치하고 작업하게 하여야 한다.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지하실이나 맨홀의 내부 또는 그 밖에 통풍이 불충분한 장소에서 가스를 공급하는 배관을 해체

하거나 부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3>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냉장실·냉동실 등의 내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작업하는 동안 해당 설비

의 출입문이 임의로 잠기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만, 해당 설비의 내부에 외부와 연결된 경보장치가 설치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냉장실·냉동실 등 밀폐하여 사용하는 시

설이나 설비의 출입문을 잠그는 경우에 내부에 작업자

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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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5조(압기공법에 관한 조치) 

제636조(지하실 등의 작업)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별표 18 제1호에 따른 지층(地層)

이나 그와 인접한 장소에서 압기공법(壓氣工法)으로 작

업을 하는 경우에 그 작업에 의하여 유해가스가 샐 우려

가 있는지 여부 및 공기 중의 산소농도를 조사하여야 한

다.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의 내부를 통하는 배관

이 설치되어 있는 지하실이나 피트(pit)등의 내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그 배관을 통하여 산소가 결핍된 공

기나 유해가스가 새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3>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유해가스가 새고 있거

나 공기 중에 산소가 부족한 경우에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출입을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제2항에 따라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사업

주의 허락 없이 출입해서는 아니 된다.

1.  배관을 해체하거나 부착하는 작업장소에 해당 가스가 들

어오지 않도록 차단할 것

② 근로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사업

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

2.  해당 작업을 하는 장소는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

기를 하거나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할 것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장소에서 산소가 결핍된 

공기나 유해가스가 새는 경우에 이를 직접 외부로 내보

낼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는 등 적정공기 상태를 유지하

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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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7조(설비 개조 등의 작업) 

1.  작업 방법 및 순서를 정하여 이를 미리 해당 작업에 종사

하는 근로자에게 알릴 것

2.  황화수소 중독 방지에 필요한 지식을 가진 사람을 해당 작

업의 지휘자로 지정하여 작업을 지휘하도록 할 것

사업주는 근로자가 분뇨·오수·펄프액 및 부패하기 쉬운 물질에 오염된 펌프·배관 또는 그 밖의 부속설비에 대하여 

분해·개조·수리 또는 청소 등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절 관리 및 사고 시의 조치 개정 등 <2017. 3. 3>

제638조(사후조치)

제639조(사고 시의 대피 등) 

사업주는 관리감독자가 별표 2의 제19호 나목부터 라목

까지의 규정에 따른 측정 또는 점검 결과 이상을 발견하

여 보고하였을 경우에 즉시 환기, 보호구 지급, 설비 보수 

등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3>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에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ㆍ화재ㆍ폭발 등

의 우려가 있으면 즉시 작업을 중단시키고 해당 근로자

를 대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대피시킨 경우 적

정공기 상태임이 확인될 때까지 그 장소에 관계자가 아

닌 사람이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해당 장

소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제2항에 따라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사

업주의 허락 없이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7.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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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642조(의사의 진찰) 

제643조(구축 시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의 사용)

사업주는 근로자가 산소결핍증이 있거나 유해가스에 중

독되었을 경우에 즉시 의사의 진찰이나 처치를 받도록 하

여야 한다.

①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위급한 근로자를 구출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그 구출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

여야 한다.

제640조(긴급 구조훈련) 제641조(안전한 작업방법 등의 주지) 

사업주는 긴급상황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도록 밀폐공간

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비상연락체계 운영, 구

조용 장비의 사용,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의 착용, 

응급처치 등에 관한 훈련을 6개월에 1회 이상 주기적으

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3>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작업을 시작할 때마다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업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 측정에 관한 사항

2. 사고 시의 응급조치 요령

3. 환기설비의 가동 등 안전한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4. 보호구의 착용과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5. 구조용 장비 사용 등 비상시 구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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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4조(보호구의 지급 등) 

사업주는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에게 질병 감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전

용의 것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3>

제645조(삭제) <2017. 3. 3>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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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사무실에서의 건강장해 예방

제11장 사무실에서의 
          건강장해 예방  

제1절 통칙   

 제646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무실”이란 근로자가 사무를 처리하는 실내 공간(휴게

실·강당·회의실 등의 공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사무실오염물질”이란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

스·증기·분진 등과 곰팡이·세균·바이러스 등 사무실

의 공기 중에 떠다니면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3.  “공기정화설비등”이란 사무실오염물질을 바깥으로 내보

내거나 바깥의 신선한 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이는 급기·

배기 장치, 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줄이는 여과제나 온

도·습도·기류 등을 조절하여 공급할 수 있는 냉난방장

치, 그 밖에 이에 상응하는 장치 등을 말한다.

제2절 설비의 성능 등 

제647조(공기정화설비등의 가동)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중앙관리 방식의 공기정화설비등

을 갖춘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경우에 사무실 오염을 방

지할 수 있도록 공기정화설비등을 적절히 가동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공기정화설비등에 의하여 사무실로 들어오

는 공기가 근로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기류속도

는 초당 0.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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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사무실공기 관리와 작업기준 등 

제648조(공기정화설비등의 유지관리)

제651조(미생물오염 관리) 

사업주는 제646조에 따른 공기정화설비등을 수시로 점

검하여 필요한 경우에 청소하거나 개·보수하는 등 적

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미생물로 인한 사무실공기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누수 등으로 미생물의 생장을 촉진할 수 있는 곳을 주기적

으로 검사하고 보수할 것

2. 미생물이 증식된 곳은 즉시 건조·제거 또는 청소할 것

제649조(사무실공기 평가) 제650조(실외 오염물질의 유입 방지) 

사업주는 근로자 건강장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 해당 사무실의 공기를 측정·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

라 공기정화설비등을 설치하거나 개·보수하는 등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실외로부터 자동차매연, 그 밖의 오염물질이 

실내로 들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 통풍구·창문·출입

문 등의 공기유입구를 재배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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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사무실에서의 건강장해 예방

제653조(사무실의 청결 관리) 

① 사업주는 사무실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분진 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

하여 청소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미생물로 인한 오염과 해충 발생의 우려가 

있는 목욕시설·화장실 등을 소독하는 등 적절한 조치

를 하여야 한다.

제652조(건물 개·보수 시 공기오염 관리)3.  건물 표면 및 공기정화설비등에 오염되어 있는 미생물

은 제거할 것

사업주는 건물 개·보수 중 사무실의 공기질이 악화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 그 작업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리고 

공사장소를 격리하거나, 사무실오염물질의 억제 및 청

소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절 공기정화설비등의 개ㆍ보수 시 조치 

제654조(보호구의 지급 등)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공기정화설비등의 청소, 개·보

수작업을 하는 경우에 보안경, 방진마스크 등 적절한 보

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에 근로자    

개인 전용의 것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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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5조(유해성 등의 주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공기정화설비등의 청소, 개·보수 

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

려야 한다.

1. 발생하는 사무실오염물질의 종류 및 유해성

2. 사무실오염물질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작업방법

3.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와 착용방법

4. 응급조치 요령

5.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예방에 관한 사항

제12장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 통칙   

 제656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골격계부담작업”이란 법 제2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작

업으로서 작업량·작업속도·작업강도 및 작업장 구조 등

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을 말한

다.

2.   “근골격계질환”이란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 진동 및 온

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로서 목, 어깨, 

허리, 팔·다리의 신경·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나

타나는 질환을 말한다.

3.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이란 유해요인 조사, 작

업환경 개선, 의학적 관리, 교육·훈련,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근골격계질환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종합적

인 계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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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2절 유해요인 조사 및 개선 등  

제657조(유해요인 조사)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 3년

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한

다. 다만, 신설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1년 이내

에 최초의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1. 설비·작업공정·작업량·작업속도 등 작업장 상황

2. 작업시간·작업자세·작업방법 등 작업조건

3.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 등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유해

요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는 근골격

계부담작업이 아닌 작업에서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7.3.3>

1.  법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

나 근로자가 근골격계질환으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마목 및 제12호라목에 따라 업무상 질병

으로 인정받은 경우

2.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

한 경우

3.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

③ 사업주는 유해요인 조사에 근로자 대표 또는 해당 작

업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제659조(작업환경 개선)  제660조(통지 및 사후조치) 

사업주는 유해요인 조사 결과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인간공학적으로 설계된 인력작업 

보조설비 및 편의설비를 설치하는 등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근로자는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하여 운동범위의 

축소, 쥐는 힘의 저하, 기능의 손실 등의 징후가 나타나

는 경우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통지할 수 있다.

제658조(유해요인 조사 방법 등) 

사업주는 유해요인 조사를 하는 경우에 근로자와의 면

담, 증상 설문조사, 인간공학적 측면을 고려한 조사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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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주는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

른 징후가 나타난 근로자에 대하여 의학적 조치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659조에 따른 작업환경 개선 등 적

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61조(유해성 등의 주지)

제662조(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시행)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유해요인

2. 근골격계질환의 징후와 증상

3. 근골격계질환 발생 시의 대처요령

4. 올바른 작업자세와 작업도구, 작업시설의 올바른 사용방법

5. 그 밖에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

야 한다. <개정 2017.3.3>

1.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마목 및 제12호라목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근로자가 연간 10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또는 5

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발생 비율이 그 사업장 근로

자 수의 10퍼센트 이상인 경우

② 사업주는 제657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유해요인 조

사 및 그 결과, 제658조에 따른 조사방법 등을 해당 근

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2.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관련하여 노사 간 이견(異見)이 지

속되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여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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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② 사업주는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작성·

시행할 경우에 노사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665조(중량의 표시 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5킬로그램 이상의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주로 취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도

록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에 대하여 작업장 주변에 안내

표시를 할 것

 2.  취급하기 곤란한 물품은 손잡이를 붙이거나 갈고리, 진공

빨판 등 적절한 보조도구를 활용할 것

제3절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에 관한 특별 조치  

③ 사업주는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작성·

시행할 경우에 인간공학·산업의학·산업위생·산업간

호 등 분야별 전문가로부터 필요한 지도·조언을 받을 

수 있다.

제663조(중량물의 제한) 제664조(작업조건)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과도한 무게로 인하여 근로자의 목·허리 등 근

골격계에 무리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취급하는 물품의 중량·취급빈도·

운반거리·운반속도 등 인체에 부담을 주는 작업의 조

건에 따라 작업시간과 휴식시간 등을 적정하게 배분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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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6조(작업자세 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무게중심을 낮추거나 대상물에 몸을 밀착하도록 

하는 등 신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자세에 대하여 알

려야 한다.

제13장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667조(컴퓨터 단말기 조작업무에 대한 조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컴퓨터 단말기의 조작업무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실내는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도록 하고 직사광선이 들

어 오지 않는 구조로 할 것

2.  저휘도형(低輝度型)의 조명기구를 사용하고 창·벽면 등

은 반사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할 것

3.  컴퓨터 단말기와 키보드를 설치하는 책상과 의자는 작업

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따라 그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4.  연속적으로 컴퓨터 단말기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

하여 작업시간 중에 적절한 휴식시간을 부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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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장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668조(비전리전자기파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제669조(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유해광선·초음파 등 비전리전자기파(컴퓨터 단말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제외한다)로 인하

여 근로자에게 심각한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생원의 격리·차폐·보호구 착용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

2. 비전리전자기파 발생장소에는 경고 문구를 표시할 것

3.  근로자에게 비전리전자기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안전작업 방법 등을 알릴 것

1.  작업환경·작업내용·근로시간 등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근로시간 단축, 장·단기 순환작업 등의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2.  작업량·작업일정 등 작업계획 수립 시 해당 근로자의 의

견을 반영할 것

3.  작업과 휴식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등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4.  근로시간 외의 근로자 활동에 대한 복지 차원의 지원에 최

선을 다할 것

5.  건강진단 결과, 상담자료 등을 참고하여 적절하게 근로자

를 배치하고 직무스트레스 요인, 건강문제 발생가능성 및 

대비책 등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

6.  뇌혈관 및 심장질환 발병위험도를 평가하여 금연, 고혈압 

관리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

사업주는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차량운전[전업(專業)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정밀기계 조작작업 등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하 "직무스트레스"라 한다)이 높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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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0조(농약원재료 방제작업 시의 조치) 

제671조 (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42조에 따른 타워크레인의 지지에 대하여 2017년 1월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

는 해의 1월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2.3>

6.  농약원재료가 들어 있는 용기와 기기는 개방된 상태로 내

버려두지 말 것

7.  압축용기에 들어있는 농약원재료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폭발 

등의 방지조치를 할 것

8.  농약원재료를 훈증하는 경우에는 유해가스가 새지 않도록   

할 것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농약원재료를 배합하는 작업을 하

는 경우에 측정용기, 깔때기, 섞는 기구 등 배합기구들의 

사용방법과 배합비율 등을 근로자에게 알리고, 농약원재

료의 분진이나 미스트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농약원재료를 다른 용기에 옮겨 담는 경우에 

동일한 농약원재료를 담았던 용기를 사용하거나 안전성

이 확인된 용기를 사용하고, 담는 용기에는 적합한 경고

표지를 붙여야 한다.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농약원재료를 살포·훈증·주입 

등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

여야 한다.

1.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농약의 방제기술과 지켜야 할 안전

조치에 대하여 교육을 할 것

2.  방제기구에 농약을 넣는 경우에는 넘쳐흐르거나 역류하

지 않도록 할 것

3.  농약원재료를 혼합하는 경우에는 화학반응 등의 위험성이 

있는지를 확인할 것

4.  농약원재료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

을 먹지 않도록 할 것

5.  방제기구의 막힌 분사구를 뚫기 위하여 입으로 불어내지 

않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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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82호, 2017.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주의 보호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방사선투과검사를 위하여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

장치를 이동사용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고 있는 사업주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57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비를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12 제1호, 제2호자목 및 처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관리대상 유해물질 또는 특별관리물질에 

포함되는 물질을 취급하고 있는 사업주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422조, 제423조제3항, 제424조제3항, 제431

조, 제432조, 제434조, 제435조, 제448조 및 제451조제3항에 따른 설비 또는 장비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고 있는 사업주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619

조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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