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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화탄소 중독 
예방 
노인들과 그들을 돌보는 사람들을 위한 정보 

미국 내 중독으로 

인한 사망의 

가장 흔한 이유가 

일산화탄소 (CO) 

중독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일산화탄소의 중독에 의해 매년 

500여명의 사망자와 15000여명의 

응급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의 노인들의 경우, 

지병으로 인하여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해 피해를 입기 더 쉽습니다. 1 

일산화탄소 경보기가 중독을 예방할 

수 있지만, 미국 내에 경보기가 

설치된 가정의 수는 전체의 1/3 

생성된 일산화탄소는 밀폐된, 혹은 

부분적으로 밀폐된 공간에 축적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일산화탄소를 

마시게 되면, 이 유독가스는 

혈류로 침투하여 인체로의 산소 

흡수를 방해하고, 이것으로 인하여 

신체조직에 피해를 입히거나 사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일산화탄소 중독의 
증상은 무엇입니까? 
낮은 농도의 일산화탄소에 노출되는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벼운 

두통이나 적당한 운동 후의 

호흡곤란을 겪게 됩니다. 이 가스에 

계속 노출되거나 급격히 많은 양에 

노출되는 경우, 심한 두통, 현기증, 

피로감, 메스꺼움, 정신장애, 

과민 반응, 판단장애, 기억감퇴, 

동작장애 등의 독감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4 이러한 

초기 징후들을 간과하는 경우, 

일산화탄소의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 가스를 “침묵의 

살인자”라고도 부릅니다. 

증상이 없어도 
위험수위의 
일산화탄소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낮은 농도의 일산화탄소를 흡입하는 

경우, 뚜렷한 중독 증상은 나타나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건강에 해를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더욱이 

만성 심장 질환, 

일산화탄소에 

의한 중독은 

지병이 있는 

노인들의 경우, 

이 무취, 무색의 

일어날 수 

빈혈, 또는 

호흡기 질환 등 

가스에 중독되기 

더 쉽습니다. 

미만입니다.2 

일산화탄소 (CO)란 

무엇인가? 
일산화탄소는 질병 및 사망을 

초래할 수있는 무취, 무색의 

가스입니다. 일산화탄소는 천연 

가스, 프로판, 가솔린, 석유, 등유, 

나무 또는 석탄(조개탄) 등의 

연료를 연소시킬시 생성됩니다. 

일산화탄소는 질병 및 사망을 

초래할 수있는 무취, 무색의 

가스입니다. 일산화탄소는 천연 

가스, 프로판, 가솔린, 석유, 

등유, 나무 또는 석탄(조개탄) 

등의 연료가 연소될 때 (or 탈 

때) 생성됩니다. 일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장치들에는 자동차, 

보트, 가솔린 엔진, 난로 및 난방 

장치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끼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일산화탄소의 발생 원인을 

제거한 후에도, 건강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데 학습장애와 기억장애와 같은 신경손상, 감성과 

인격변화, 감각장애, 운동장애 등이 이에 속합니다. 5 

일산화탄소 중독의 위험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일산화탄소 중독에 대한 위험은 모든 연령층의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특히, 만성 심장 질환, 빈혈, 

또는 호흡기 질환 등 지병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중독되기가 더 쉽습니다. 6 지병이 있을 확률이 더 

많은 노인의 경우에는 저항력이 떨어져 치명적인 

노출의 위험이 증가됩니다. 7 일산화탄소 중독은 

또한 태아 사산과 발달 장애의 가능성을 크게 

증가시킴으로써 태아에게 큰 위험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8, 9 

소수민족에게 더 자주 발생함 
워싱턴 주에서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 

결과, 백인보다 중남미계 인구는 4배, 흑인은 3 

배나 더 높은 일산화탄소 중독의 위험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67 %의 중남미계 인구와 40 % 

의 흑인 인구가 석탄(조개탄) 의 실내 연소로 인해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0 

만약 당신이 일산화탄소 중독의 
증상을 보인다면: 
n	 즉시 신선한 공기를 호흡하셔야 합니. 문과 창문을 

열고, 난로, 오븐, 히터 및 이와 유사한 장비들의 

전원을 끄고 집에서 나오십시오. 

n	 즉시 독극물 센터 1-800-222-1222로 

전화하십시오. 전문가가 추가 진료가 필요한 지 

상담해드립니다. 

일산화탄소 중독을 예방하려면: 
n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침실 근처에 설치하십시오. 

n	 난방장치및 연료 연소기기들을 매년 

점검하십시오. 

n	 배기기능이 없는 연소기기의 사용은 피하십시오. 

n	 스토브나 난로와 같이 안전사용을 위해 만들어진 

기구들을 제외하고는 절대 실내에서 연료를 

태우지 마십시오. 

n	 일산화탄소 중독의 증상에 유의하십시오. 

일산화탄소 중독 예방에 대한 
추가 정보: 
n	 가스 기구들은 적절하게 조정하십시오. 

n	 환기 기능이 없는 난로는 환기 기능이 있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n	 등유난로에는 적절한 연료를 사용하십시오. 

n	 가스 스토브에는 실외로 연결된 환풍기를 설치, 

사용하십시오. 

n	 벽난로를 사용할때는 굴뚝을 열어 놓으십시오. 

n	 EPA의 배출기준에 준하는 적절한 용량의 나무 

난로를 선택하십시오. 

n	 나무 난로의 덮개가 잘 닫혔는 지 확인하십시오. 

n	 매년 난방장치와 굴뚝을 면허가 있는 기술자에게 

점검받고 청소하십시오. 

n	 실내난방기구의 상태와 환풍기능이 좋은지 

확인하십시오. 

n	 차고 문이 열려있어도 차를 시동이 걸린채로 

차고안에 두지 마십시오. 

n	 휴대용 발전기는 건물에서 멀리 떨어진 바깥 

(실외)에서 사용하십시오. 휴대용 발전기를 

발코니나 , 출입문, 환기구 또는 창문 근처에서는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당신이나 당신의 가족의 

침실 근처에서도 휴대용 발전기를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n	 석탄(조개탄)연소 기구를 벽난로를 포함한 

실내에서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n	 사냥터와 낚시터에 있는 오두막에 설치된 프로판 

또는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난방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연기를 실외로 배출해야 합니다. 

n	 집난방장치로써 가스 오븐을 절대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사망은 일산화탄소 경보 

장치를 사용함으로써 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경보 

장치는 일반 매장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반드시 

Underwriters Laboratories (UL, 상품안전성을 

시험, 합격증을 발행하는 미국단체)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1 실제 경보 장치 가격도 

저렴할 뿐만 아니라, 이 장치로 당신과 가족의 

일산화탄소 경보장치 

전기 콘센트 

건전지 작동식 

벽 / 천장설치 기구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결코 비싼 

것이 아닙니다. 집 각층마다, 그리고 침실에서 

경보음을 들을 수 있는 범위 내에 경보 장치를 

설치하십시오. 경보 장치의 설치, 사용, 정비에 

관한 것은 제조 업체의 설명서를 참고하십시오. 

경보 장치는 화재 경보기와는 달리 몇 년에 한번씩 

교체해주어야 합니다.. 

일산화탄소 경보 장치의 설치가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보 장치는 단지 연료연소기구의 

적절한 사용과 정비를 위한 보조 장치일 뿐입니다. 

실제로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낮은 경우, 경보 

장치로 가스를 검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장치의 

일산화탄소 경보 기준이 가스에 민감한 노년층을 

보호하기에 충분한 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13 

일산화탄소 중독과 
독감의 차이를 구별하는 
방법 
일산화탄소 중독의 경우, 대부분의 

증상이 독감의 증상과 비슷하기 때문에, 

일산화탄소 중독이 아니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일산화탄소의 중독에 의한 

증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n	 집 밖에서는 증상이 완화됩니다.. 

n	 같은 시기에 가족 중에 가스 

중독 증상을 보이며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독감의 경우, 

다른 사람에게 옮기까지는 수일이 

걸립니다.) 

n	 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가장 심한 증상을 보입니다. 

n	 연료를 사용하는 기기들을 

사용하거나 차고에서 차에 시동을 

거는 경우, 중독 증상이 나타나거나 

악화됩니다. 

n	 실내 애완 동물이 아프거나 

나른함, 무기력증 등과 같은 증상을 

보입니다. (인체의 독감 바이러스는 

애완 동물에게 전염되지 않습니다.) 

n	 온몸의 통증, 미열, 또는 임파선이 

부어오름 등과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는 전형적인 감기 

또는 독감의 증세이기도 합니다.) 12 

노인 및 환경 보건 문제 
환경보호국의 “Aging Initiative”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대책)는 위험 관리, 예방 방법, 교육, 

그리고 연구를 통하여 환경적 위험요소로부터 

노인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하고 

있습니다.“Aging Initiative” 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다음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www.epa.gov/aging 

여기에서 이 정보지의 인쇄본을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웹사이트에서 이 정보 자료의 

복사본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http://www.epa.gov/aging/resources/factsheets/ 
order.htm 

추가 정보: 
Your Local Poison Center 
n 1-800-222-1222 

n Internet: www.aapcc.org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Carbon Monoxide 
http://www.epa.gov/iaq/co.html 

CDC 

Carbon Monoxide 
http://www.cdc.gov/co/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Home Heating Equipment Safety 
www.cpsc.gov/cpscpub/pubs/heatpubs.html 

Carbon Monoxide Alarms 
www.cpsc.gov/cpscpub/prerel/prhtml01/ 01069. 
html 

Portable Generators 
www.cpsc.gov/cpscpub/pubs/portge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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