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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의 유해물질이 피부에 미치는 영향 

    

산업현장에서 
물리적, 화학적 유해물질들이  
피부 접촉 및 자극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피부 트러블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건조, 습진, 건선, 피부알러지 등 ) 
 

“산업현장에서  피부트러블이 발생하게 되면 
            1. 치료 비용 발생      2. 작업 시간 손실 
            3. 생산력 저하          4. 전문 인력의 현장 기피 등 
     피부산재 발생으로 기업의 경제적 손실 및 경쟁력 저하와 함께 대외 이미지 추락”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는 산업현장에 발생하는 피부트러블을 산업의학적 고찰을 
  통해서 볼 때 업무상 질병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사례들을 인정” 

피부 보호제로   유해 증기 / 분진 / 흄 / 액상 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야 합니다. 

문제점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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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용 중인 로션 & 보호제와 피부의 문제점 

    피부보호를 위해서 기존 로션이나 인공적인 수분을 피부에  지속적으로 바르다 보면  
    피부는 트러블이 발생하거나 탈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수분이 공급이 되어  
    있다는 잘못된 정보를 인지하게 되며, 피부는 본연의 자연 치유력의 기능을 잃게 됩니다. 

     피부의  표면은 기본적으로 죽은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아래층의  피부세포를 보호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역할을 위해서 표면층은 수분(유분)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피부는 수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연적으로 유분을 분비하며,  외부의 자극물들이 피부  
    속으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접하게 되는 각종  물리적 / 화학적       
    유해물질들과 규칙적인 비누 사용이  피부 표면층의 보호막인 유분을 제거 시킵니다.   
    그러므로 현장에서는 피부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피부보호제가 필요하게 됩니다.  

    로션을 바르면 피부 본연의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유분과 수분이 인공적인 유분과 수분으로  
    대체되는 것으로  임시로 증상을 완화시킬 뿐, 지속적인 방어 및 치료 효과는 없습니다. 
 
     

피부란 

기능과 현실 

자연치유력의 상실 

로션의 문제점 

기존의 방식대로 로션을 계속 사용하면 피부 자연의 유분과 수분의 분비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기존에 사용하는 보호제는 화학성분을 기반으로 손, 발등 국소적인 피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방식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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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mectant’S   SKIN GLOVE  

Skin MD Natural(피부보호제)가 피부트러블을 

           해결하고,  피부산재를 예방합니다.  

 

Skin MD Natural(피부보호제) 은 피부에 빠르게 흡수되어  
끈적임, 미끈거림이  전혀 없이,  4시간 동안 

피부 외부 층과 결합하여 보이지 않는 피부보호막을 형성합니다. 

피부 보호제 
(SHIELDING  LOTION) 

    산업 현장의  피부문제  해결책 

 손, 발, 얼굴, 팔, 다리 등 온몸에 바를 수 있습니다.  93% Nat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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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성분과 효능 

- Aloe Barbadensis Leaf Extract 
  (알로에 베라 추출물)  
  피부에 직접 천연 치유 물질의 고농축액이  
  전달되어 세포에 산소를 공급, 피부의 보습 
  능력을 향상 시켜 피부를 건강하게 가꾸어 줌. 

-Achillea Millefolium Extract  
 (야로우) 
 살균작용(박테리아 증식 억제), 상처치유,  
 항염, 수렴(수축작용), 통증완화, 세포성장촉진.  

- Symphytum Officinale Leaf Extract 
  (컴프리)  
  살균작용(박테리아 증식 억제), 상처치유, 항염, 
  통증완화, 세포성장 촉진 효과가 탁월. 

- Dimethicone (디메치콘) 
  스킨엠디에 사용되는 디메치콘은 미국 
  21Century Formulation社의 첨단 피부 과학이 
  만든 신물질로 무독성, 무자극의 숨쉬는 피부 
  보호막을 형성하여 피부의 자연 치유력을 높여줌. 

- Chamomilla Recutita Extract 
  (캐모마일) 
  항염, 통증완화, 항균, 상처 치유 효과 탁월. 

- Arnica Montana Flower Extract 
  (아르니카)  
  항염, 통증완화, 항균, 상처 치유 효과가 탁월. 

- Cyclopentasiloxane (클로펜타실록산) 

- Purified Water (정제수) 

- Potassium Sorbate (포타슘 솔베이트) 

- Tocopheryl Acetate (Vitamin E) 

- Methyl Gluceth-20 (글리세린 6배) 

- Aminomethyl Propanol (아미노메틸 프로페놀) 

 

- Acrylates/C10-30 Alkyl Acrylate Crosspolymer 

  (아크릴 산염/C10-30 알킬 아크릴 산염 크로스폴리머) 

- 1,2 Hexanedio (1,2 헥사네이올) 

- Caprylyl Glycol (카프릴 글라이콜) 

- Butylene Glycol (부틸렌 글라이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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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fore  &  After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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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fore  &  After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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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용량별 이미지 ( 30ml / 120ml / 500ml / 800DS ) 

120ml 500ml 
800ml D/S 

400ml 
(단종)  

850ml 
(단종)  

   30ml 
(차후단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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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보호제 설치 사례 (800ml 벽부착형 및 사무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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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in MD Natural TM (피부보호제) 제품 활용 
Skin MD Natural TM 은 산업 및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피부 보호에 탁월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피부보호제는 손, 발 등 국한된 부분뿐만 아니라  
얼굴, 목, 팔, 등, 다리, 가슴, 피부가 겹친 곳 등 온몸에 바를 수 있어야 합니다.  

1. 독성 오일이나 유해성 페인트 혹은 민감한 피부로 인해 피부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  

2. 석면 해체, 화이바글라스 해체 및 용접흄으로 인해 알러지가 발생하는 경우.  

3. 용접장갑, 면장갑, 니트릴 장갑 등을 착용하고 지속적으로 작업을 하는 작업자의 거친 손과 피부 갈라짐. 

4. 맨손으로 혹은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물과 세제로 작업을 하여 발생한 피부 습진 작업자.  

5. 착용한 갖가지 보호구와 무더운 환경에서 몸 전체에 습진이나 땀띠등으로 작업 능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현장. 

6. 법적 또는 현실적으로 회전체 작업 시, 정밀 작업 시.  

   유해물질과 기름이 도포된 여건에서 부득이하게 장갑을 끼지 못하고 작업을 수행해야 할 경우.  

7. 알러지 피부로 썬크림을 바르지 못하거나 썬크림을 바르고 용접 작업을 한 후, 피부에 열감이 남는 경우. 

도장(특도) 작업 / 화학물질 세척작업 / 제철 / 용접작업 / 오일작업 / 식당작업 / 크린룸작업 / 실험실  
석면 및 화이바글라스 해체 작업 / 자외선 차단제(썬크림), 각종 장갑, 안전화  착용 전  
알러지, 세균감염 예방 등 외부 유해물질의 직접적인 접촉 전 

삼성그룹계열(전자 / SMD / 테크윈 / 디스플레이 / 전기 / 코닝정밀소재 / 중공업) / LG전자 / LG화학 / LG연구원 / 효성 이천 
POSCO특수강 / 포스메이트 / 두산 / 두산DST / BAT KOREA / 르노삼성자동차 / 현대자동차 / 대한항공(KTSG) / 효성 울산 
한국항공우주산업 / SKC / SK에너지 / 덴소코리아 / 상신브레이크 / 무림P&P / 한국바스프 / 카프로 / KP케미칼 / 티케이케미칼 
현대제철 / 한화테크엠 / 금호석유화학 / 남해화학 / S&T중공업 / SPP조선 / 21세기조선 / 대림산업 / 우성밸브 / 유신이엔지   
한국삼공(농약) / 바이엘크롭사이언스(농약) / 제트에프삭스코리아 / 아모레퍼시픽 /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조광요턴  / 추고쿠삼화페인트  / 하나제약 / 인듐코퍼레이션코리아  / 이수페타시스 / 노벨리스코리아 / 스템코 / 솔브레인  
부산은행 / 괴정병원 / 그레이스여성병원 / 온케어메디홀 / MBC부산 등 

사용처 

주요 납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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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보호제 사용 법적 근거 

  

   제 2 조(정의)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에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제 451 조(보호복 등의 비치 등) 

        1. 사업주는 근로자가 피부 자극성 또는 부식성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불침투성 보호복, 보호장갑, 

            보호장화 및 피부보호용 바르는 약품을 갖추어 두고, 이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근로자가 관린 대상 유해물질이 흩날리는 업무를 하는 경우에 보안경을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근로자의 피부나 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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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 

   제 470 조(보호복 등의 비치) 

        1. 사업주는 근로자가 피부장애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허가대상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불침투성 보호복, 보호장갑, 

            보호장화 및 피부보호용 약품을 갖추어 두고 이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근로자는 제 1항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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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시행 규칙 중에서 

23. 직업성 피부질환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가. 고온작업 및 고열물체 취급으로 인한 화상 

      나. 고온 및 고열작업으로 인한 한진 

      다. 한랭작업 및 저온물체 취급으로 인한 동창, 동상 및 레이노드병 

      라. 일광에 노출되는 옥외작업에 의한 일광화상, 만성광선피부염, 광선각화증 

      마. 전리방사선을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급․만성 방사선피부염 

      바. 유리섬유, 대마 등 피부에 기계적 자극을 주는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피부염 

      사. 자극성 성분, 알레르겐 성분, 광독성 성분, 광알레르겐 성분을 포함하는 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접촉피부염 

      아.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기생충 등을 직접 취급하거나 이들 생물학적 인자에 감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감염성 피부질환 

      자. 페놀류 및 하이드로퀴논류를 포함하는 물질에 의한 백반증 

      차. 산․염기를 비롯한 화학물질에 의한 화학적 화상 

      카. 기타 위에 언급되지 않은 물리적, 기계적 인자에 노출되는 업무로 인한 피부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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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보호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여부 질의” 내용 

1. 귀 부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피부보호제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적용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드리오니 검토를 부탁 드립니다. 

3.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451, 470조(고용노동부령 제49호, 2012.3.5 일부개정) 

4. 질의내용 

   가. 현 실태 

     -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의 피부를 자극할 수 있는 석면 및 화이바글라스 해체, 콘크리트 타설 작업 시 분진 및  

       독성으로 인한 피부 트러블이 발생함. 

     - 건물 내외부 도장 및 용접작업 시 페인트의 유해성과 흄으로 인해 피부 트러블이 발생함. 

  나. 근로자의 피부 건강장해 예방 목적 

     - 제품의 특성 : 근로자의 피부 트러블을 예방함은 근로자의 근로여건을 개선시키는 기본적인 조치이며, 안전보호구 

       착용과 같은 의미의 근로자 피부보호를 위한 선조치입니다. 

       일반 자외선 차단 크림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품은 일반 선크림에 비하여 93%정도 천연성분의 피부 중독성이 없는 바르는 크림 형태의 피부보호제입니다. 

     - 현재, 조선회사(삼성, 대우, SPP등)와 전자업체, 정유사, 국내 자동차회사, 제강, 제철소 등의 작업 장소에서 사용 

       하고 있는 제품이나, 건설현장 (특히, 도장작업이나 상하수도 청소 및 용접작업, 유해한 지하작업 후 피부에 남아있는 

       이물질 제거 및 피부보호를 위해서) 에서 사용하고자 할 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드리오니 검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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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보호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여부 질의” 에 대한 회신 내용(2012.06.25)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23호,2012.2.8) 제7에 의해  

 산업안전보건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및 작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이 가능 합니다. 

   

 귀 질의의 피부보호제가 복리후생적 성격의 일반 썬크림과 달리 귀 질의처럼 석면 및 화이바글라스 해체,  

 콘크리트 타설 작업 시 분진 및 독성 및 건물, 내외부 도장 및 용접 작업 시 페인트의 유해성과 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부 트러블을 예방 한다면 동 제품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이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과 ***(전화 02-6922-095**)이메일(***@moel.go.kr) 

 에게 문의하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mailto:***@moel.go.kr
mailto:***@moel.go.kr
mailto:***@moel.go.kr
mailto:***@moel.go.kr
mailto:***@moel.go.kr
mailto:***@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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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in MD Natural™ : 

    Cantor Research Laboratories의 AMA Test,  

    BioScreen Test 및 Germaine Muniz의 

Shielding lotion에 대한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다른 제품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능이 떨어지는 반면, 

Skin MD Natural™ 은 시간이 지날수록  

수분을 보호하는 기능이 늘어난다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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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자 :             2006년 6월 8일 
 
 
 

    제품명 :            Skin MD Natural  
                        Hand, Body & Face Shielding Lotion 
 
 
 
   Reference No. :   TEWL.D0502-A.TTC.SUMM 
 
 
 
   의뢰자 :            21 센츄리 포뮬레이션스  
                         9663 Santa Monica Blvd., Suite #860 
                         Beverly Hills, CA 90210  
 
 
 
   테스트 :            피부 수분 손실 

 
  결  과 :    DermaLab System 증발량 측정기로 측정한 결과 
               테스트 제품 (CR Lab No. D0502-A, Client No.:           
               Skin MD Natural Hand, Body &  Face Shielding 
               Lotion)은 20분, 60분 경과 후 테스트 제품 미사용 시에  
               비교하여 보호막 효과를 증가시킴이 확인됨. 5명의 실험 
               대상자의 평균 피부 수분 증발량은 20분 경과, 60분  
               경과 시 각각 3.71과 3.22로 나타났다. 증발량의 퍼센트 
               는 20분 경과시 -45.61%, 60분 경과시 -52.90%임. 

TEST 01 ( 피부수분손실  측정 테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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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 Test BioCor Test Bioscreen Testing 

TEST 02 ( 피부 자극 테스트 ) 



The Skin MD Natural TM has been awarded  

the National Home Gardening Club Member Tested & Recommended Seal of Appro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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