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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최근 정부는 2022년까지 국민 생명과 관련된 3대 분야(교통사고, 산업재해, 자살)
에서 발생되는 중대재해 및 사망사고들을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해 2018년부터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산업재해를 근본적으로 줄이
기 위해 정부는 작업원의 생명·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작업환경을 조성하려고 노력
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산림작업은 다양한 작업환경 및 임업기계의 오작동･소음･배출가스
등의 유해인자에 노출된 작업 현장, 안전관리체계 미흡 등의 원인으로 산업재해에 상
당히 취약한 구조이다. 미국의 임업재해율은 2010년 기준 73.70‱로 전체 산업 평균
재해율의 약 21배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NIOSH, 2020). 또한 유럽 연합 회원국
(독일, 스위스, 핀란드 등)의 2004년 기준 임업재해율은 1980년에 비해 최소 70%, 최
대 230%의 범위로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었지만 1.25~16.67‱ 범위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Klun and Medved, 2007).
한편, 국내 임업사고의 중대재해율은 2020년 기준 1.02‱로 전체 산업재해 중 광
업 25.82‱과 건설업 1.17‱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21). 임업은 작업 현장이 광범위하고 제한된 노동력으로 단독작업이 이루어져 안전
에 대한 감시·감독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임업은 작업 현장에서 사고 발생 직후 사
고인지가 쉽지 않고 신고가 이루어지더라도 현장 관리감독자와 작업자의 응급처치 능
력 부족으로 인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치명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자료는 임업사고 발생 시 응급대응체계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1)국내·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 현황을 파
악하고, (2)임업사고 안전교육 및 응급대응체계 현황을 분석하여, 그 개선방안으로 (3)
응급처치 커리큘럼과 응급처치키트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 결과들을 정리하여 임업
사고의 응급대응 체계 개선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제1장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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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내·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 현황
2.1. 국내 산업재해 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 기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안
전, 보건에 관한 교육의 대상자가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산업
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 관리자는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연간 16시간의
안전교육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표 1). 관리감독자 외 근로자의 경우 매분기 6시간
이상의 정기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채용 시 8시간 이상을 교육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교육 시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교육내용 및 시간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비록 산림작업원의 안전교육 시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필
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대한산업보건 협회에서 제공하는 안전·보건 교육 일지(그림 1)
를 활용하여 응급처치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이 있으며, 부분 의무교육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형식적인 교육에 그치고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4조(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응급
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24.>
5.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의 대상자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제32조(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사업주(제2호는 해당 기관의 사업주를 말한다)
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직무교
육(이하 "직무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1. 관리책임자,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 및 제16조
의3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2. 안전관리전문기관ㆍ보건관리전문기관ㆍ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ㆍ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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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교육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사무직 종사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정기교육

근로자

종사하는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채용 시의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의 교육

매분기 3시간 이상
매분기 3시간 이상

매분기 6시간 이상
연간 16시간 이상
1시간 이상
8시간 이상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출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표 2. 안전교육 대상별 교육 내용 및 시간
대상

교육시간

교육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매분기 6시간 이상
(정기교육)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ᆞ「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근로자

8시간 이상
(신규채용)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자

매분기 16시간 이상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출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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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응급처치교육자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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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국외 산업재해 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 기준
2.2.1. 영국
영국 안전보건청(Health and Safety Executive, HSE)에서는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응급처치사(First aider)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응급처치사는 사업장의 규모
및 위험도에 따라 Emergency First Aid at Work(EFAW, 1일 과정(6h))과 First Aid
at Work(FAW, 3일 과정(16h))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 이수 시 3년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3년 후 EFAW는 1일, FAW는 2일 재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표 3. 영국 HSE 응급처치교육과정별 교육 내용
교육 내용

EFAW

FAW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응급대응활동
심폐소생술
실신(발작 포함)
질식
상처 및 출혈
쇼크
경상
교차감염 예방, 사고 기록, 도구사용
골절, 염좌
척추, 흉부, 눈 부상
화상
중독, 과민증
심장마비, 뇌졸증
간질, 천식, 당뇨

○
○
○
○
○
○
○
○
-

○
○
○
○
○
○
○
○
○
○
○
○
○
○

응급처치사(EFAW, FAW)의 지정은 아래와 같다.

그림 2. 영국 HSE 응급처치교육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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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응급키트에 규정으로 BS8599-1 KIT 에 작업 위험도 및 작업장의 근
로자수(낮은 위험의 위험도의 경우 25명 미만, 25명 이상 100명 미만, 100명 이상과
높은 위험의 경우 5명 미만, 5명 이상 25명 이하, 25명 이상)의 3단계로 나누어 단계
에 따라 소, 중, 대와 여행용으로 응급키트의 구성품과 종류를 지정하고 있다.

표 4. 영국 HSE 응급키트 유형별 구성품(BS8599-1 KIT)
Contents

Small

Medium

Large

Travel

First Aid Guidance Leaflet

1

1

1

1

Contents List

1

1

1

1

Medium Dressing (12cm x 12cm) (Sterile)

4

6

8

1

Large Dressing (18cm x 18cm) (Sterile)

1

2

2

1

Triangular Bandage (Single use) (90cm x 127cm)

2

3

4

1

Safety Pins (Assorted) (minimum length 2.5cm)

6

12

24

2

Eye Pad Dressing with Bandage (Sterile)

2

3

4

0

Washproof Assorted Plasters

40

60

100

10

Moist Cleaning Wipes

20

30

40

4

Microporous Tape (2.5cm x 5m or 3m for Travel Kit)

1

1

1

1

Nitrile Gloves (1 pair)

6

9

12

1

Finger Dressing with Adhesive Fixing (3.5cm)

2

3

4

0

Mouth to Mouth Resuscitation Device with Valve

1

1

2

1

Foil Blanket (130cm x 210cm)

1

2

3

1

Eye Wash (250ml)

0

0

0

1

Burn Relief Dressing (10cm x 10cm)

1

2

2

1

Universal Shears (Suitable for cutting clothing)

1

1

1

1

Conforming Bandage (7.5cm x 4m)

1

2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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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영국 HSE 위험도 및 사업장 규모별 응급키트 유형(BS8599-1 KIT)
위험도

낮은 위험
(사무직, 상점, 도서관 등)

근로자 수

응급처치키트 유형

근로자 수 < 25명

소

25≤ 근로자 수 <100

중

근로자 수 ≤ 100명

대(100명당)

근로자 수 < 5명

소

5≤ 근로자 수 <25

중

근로자 수 ≤ 25명

대(25명당)

높은 위험
제조업, 창고업, 공사업,
화학물질 제조업,
위험기계 사용 직종등

HSE에서 제시하고 있는 응급처치사의 지정과 교육내용 외에 임업 종사자는 영국
산림위원회(Forest Commission)에서 권고 사항으로 추가적인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 교육과정은 +F 교육 과정으로 단독 작업자 또는 관리자가 받아야 하며 작업
유형으로는 목재수확, 산림토목, 조림, 양묘작업 등이 있다.

표 6. +F 교육 과정
위험

고위험

주요 활동

훈련 수준

단독작업자

모든 작업자 및 관리자

현장관리자

EFAW +F

(단독)
목재운송

Driver Certificate of Professional Competence
(Driver CPC) 교육 내 최소 1일 교육(응급처치)
2명 이상

목재수확, 산림토목, 조림

EFAW + F
2명 이상

양묘작업

EFAW + F

고위험
(2명 이상)

전체 인원

기계를 이용한 임도 작업

목재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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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미국
미국의 산업안전보건 기준은 일반사업, 해상, 건설, 농업 4개 주요 부문으로 구분
되고 있다. 모든 산업안전보건기준(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tandards)
은 연방규칙법전(the code of federal regulation, CFR)에 포함되어 이 법전 제29
장 1900~1999절에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기준은 산업안전보건청(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OSHA)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임업은 특수
산업 분야 중 한 분야로 구분되어 있다. 이 산업은 1910.266(logging operation)으
로 1910.266 App. A first-aid kits(mandatory), 1910.266 App. B first-aid and
CPR training(mandatory), 1910.266 App. C Comparable ISO standards
(non-mandatory)의 코드에 따라 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이 되고 있다.
1910.266 App. A first-aid kits(mandatory)에서는 응급처치키트의 구성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주요 구성품은 최소한의 기준이며 2~3명의 인력에 해당
된다. 작업 인력 또는 지역이 증가할 경우 이에 따라 응급처치키트의 구성품의 수량을
늘려 현장에 비치해야 한다.
1910.266 Appendix A first-aid kits(mandatory)
1. Gauze pads (at least 4 x 4 inches).
2. Two large gauze pads (at least 8 x 10 inches).
3. Box adhesive bandages (band-aids).
4. One package gauze roller bandage at least 2 inches wide.
5. Two triangular bandages.
6. Wound cleaning agent such as sealed moistened towelettes.
7. Scissors.
8. At least one blanket.
9. Tweezers.
10. Adhesive tape.
11. Latex gloves.
12. Resuscitation equipment such as resuscitation bag, airway, orpocket mask.
13. Two elastic wraps.
14. Splint.
15. Directions for requesting emergency assistance

제2장 국내·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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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266 App. B first-aid and CPR training은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에 대한 최소한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은 강의, 실습, 평가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교육 시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1910.266 Appendix B First-aid and CPR Training
j. Loss of consciousness.
k. Extreme temperature exposure
1. The definition of first aid.
2. Legal issues of applying first aid
(Good Samaritan Laws).
3. Basic anatomy.
4. Patient assessment and first aid
for the following:
a. Respiratory arrest.
b. Cardiac arrest.
c. Hemorrhage.
d. Lacerations/abrasions.
e. Amputations.
f. Musculoskeletal injuries.
g. Shock.
h. Eye injuries.
i. Burns.

(hypothermia / hyperthermia)
l. Paralysis
m. Poisoning.
n. Loss of mental functioning
(psychosis/hallucinations, etc.).
o. Drug overdose.
5. CPR.
6. Application of dressings and
slings.
7. Treatment of strains, sprains, and
fractures.
8. Immobilization of injured
persons.
9. Handling and transporting
injured persons.
10. Treatment of bites, stings, or
contact with poisonous plants
or animals.

2.2.3. 호주
호주의 경우도 영국과 유사한 응급처치와 관련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업장의
위험도와 근로자 수에 따라 응급처치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응급키트의 배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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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호주 작업장 위험도별 응급처치사 지정 및 응급키트
작업장

응급처치사

응급키트

응급처치실(권고)

낮은 위험 작업장

1명/50명

Basic first aid kit

1실/200명

높은 위험 작업장

1명/25명

Basic first aid kit
작업유형에 따른 추가적인 kits

1실/100명

- a heavy duty 10 cm crepe bandage for
snake bites
- large clean sheeting, for covering burns
원거리작업장

1명/10명

- thermal blanket, for treating shock
- whistle for attracting attention

-

- torch/flashlight
- any equipment identified for specific
risks.

또한, 임업 기계를 운용할 수 있는 자격증을 유형별로 응급처치교육에 관한 코드가
명시되어 있으며 코드에 따른 교육을 이수 받도록 하고 있다.

표 8. 호주 응급처치 관련 주요 교육 내용
코

드

교육 내용

HLTAID001

Provide CPR

HLTAID002

Provide Basic Emergency Life Support

HLTAID003

Provide First Aid

HLTAID004

Provide an Emergency F/A Response in an Education &Care setting

HLTAID005

Provide first aid in remote situations

HLTAID006

Provide advanced first aid

HLTAID007

Provide advanced resuscitation

HLTAID008

Manage first aid services and resources

HLTFA301C

Apply first 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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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임업사고 안전교육 및 응급대응체계 현황
3.1.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술훈련원(양산) 응급처치 교육
임업기술훈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과정에서는 이론 중심의 안전교육이 포함
되어 있으며, 산림사업장 안전사고 예방교육에서 응급처치 요령이 포함되어 있다.

표 9. 과정별 안전교육 현황

과정명

전체
교육
시간

과정 내 안전관련 과목

안전교육시간

영림단 기본과정

120

안전사고예방 및 작업관리

강의 11, 실습 5

기계화영림단과정

120

안전사고예방 및 작업관리

강의 11, 실습 5

임업기계조종사과정(트랙터윈치)

120

작업안전

강의 8

임업기계조종사과정(우드그랩)

120

작업안전

강의 8

안전사고예방교육

강의 0.5, 실습 0.5

응급처치 요령

실습 0.5

MSDS

실습 0.5

산림사업장 안전사고 예방교육

2

임업기계조종사(가선윈치)

120

작업안전

강의 8

영림단 심화과정

120

안저사고예방 및 작업관리

강의 13, 실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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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산림청 헬기 활용 응급대응체계
산림청에서는 전국 권역별 산림항공관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산불전문진화대원
들이 구조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양산 산림항공관리소 소속 산불전문진화대원들은 모두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 응급상황 시 전문응급처치를 실시할 수 있다.
하지만 재난 및 사고신고가 119로 통합 후 자체적으로 응급구조 출동 사례가 없으며
규정상 소방청에서 요청이 있을 시 출동을 할 수 있다.

산림항공조대 운영 규정
제2조(적용범위) 항공구조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하여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
률」및 이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소방기본법」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을 준용

3.3. 소방청 응급대응체계
소방청에서는 응급대응과 관련해 환자분류를 외상환자(중증외상환자, 경증외상환
자), 비외상환자, 심폐정지환자, 뇌졸증의 환자로 구분하고 있다. 일반적인 응급대응과
정은 신고 접수 후 관할서 출동요청, 현장출동, 현장응급처치, 이송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때 헬기 요청은 관할서에서 직접 또는 현장출동을 통해서 현장에서 요청할 수
있다. 헬기를 요청할 수 있는 기준은 응급의료취약지역인 경우(진료권 설정과정에서
진료권 중심지역과 인접하지 않거나 교통거리 30km를 초과하는 경우), 중증외상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이송 예상거리가 30Km 이상이거나 이송 예상 소요시간이 1시
간 이상이고 헬기이송이 가능한 경우에는 장거리 이송에 의한 구급차 공백을 막고 반
응시간을 줄이기 위해 헬기 이송 요청을 할 수 있다.

그림 3. 헬기 요청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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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응급처치교육 커리큘럼 및 응급처치키트 개발
응급처치 교육 커리큘럼은 국내외 응급처치교육 관련 제도 및 사례분석을 통하여 도출
하였다. 응급처치교육커리큘럼은 총 8시간으로 구성하였으며 기본교육 6시간과 선택 교육
2시간으로 구성하였다. 선택교육은 작업유형(7가지)에 따라 작업자가 선택하도록 하였으
며 사고사례를 기반으로 한 시나리오에 따라 응급처치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구성하였다.

표 10. 임업 응급처치교육 커리큘럼(안)
주제

내용

시간

비고

응급의료체계의 이해

119 신고방법 및 스마트 응급처치지도 요청방법

30분

기본

응급환자평가

응급상황인지 방법

30분

기본

3시간

기본

2시간

기본

2시간

선택

- 응급환자 평가 및 관리
- 응급질환
- 출혈처치
임업관련 상황별
응급처치

- 골절처치
- 화상처치
- 상처처치(신체절단 포함)
- 동물 및 곤충에 의한 손상 처치
- 환자이송 방법
- 응급키트 사용법
- 심폐소생술

기본인명소생술

-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 기도폐쇄처치법
응급상황 시나리오 실습
1) 풀배기 작업 10가지 유해․위험요인
2) 어린나무 가꾸기 12가지 유해․위험요인

작업별 선택적 실습

3) 방재작업 11가지 유해․위험요인
4) 벌목작업 12가지 유해․위험요인
5) 조재작업 7가지 유해․위험요인
6) 집재작업 12가지 유해․위험요인
7) 운재작업 8가지 유해․위험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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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작업별 실습 교육은 안전보건공단에서 제시하고 있는 7가지 작업유형별 유해‧
위험요인별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과 필요한 응급처치, 응급처치키트를 제시하였다.

표 11. 풀베기작업에 의해 발생되는 응급상황과 응급처치 방법
공정 번호

1

유해 · 위험요인
고지절단 중 떨어진 나뭇가지에
의한 눈 부상

응급상황
안구의 이물질

이물질 고정,

삽입

지혈, 양쪽 시야를

안구 열상

가림

안면부 손상
2

나무 등 낙하물에 의한 얼굴 부상

눈, 코, 입 등
주요 부위손상

3

4

높은 곳의 가지치기 작업 중 떨
어짐 위험

5

낙상

업

중 재해 위험

기계톱 킥백 위험

절단 및 손상
손상
넘어지면서

낫, 기계톱, 고지절단기 등을
들고 이동 시 주변근로자와 접촉

8

9

10

30

경사지나 이동 시 미끄러질 위험

절단물처치

응급처치키트

외상처치키트

타박상, 골절

절단물처치키트

외상처치키트
붕대법, 기도확보,
절단물처치키트
지혈대착용

지혈, 붕대법,
지혈대착용

찰과상, 열상,

외상처치키트

지혈, 절단물 처치,

절단물 처치, 세척,
열상, 절단

위험
7

응급처치키트

부목적용

발생하는 손상

6

경추 고정,

어깨 높이 이상으로 기계톱 사용 안면부 및 상반신 지혈, 지혈대 착용,

기
작

지혈, 회복자세,
기도확보

응급장비

골절부위 고정,

상반신 절단 및
풀
베

응급처치

외상처치키트
절단물처치키트

세척, 지혈, 붕대법,
이물질의 경우

외상처치키트

고정, 부목적용

진동, 무리한 힘 사용 등으로

근육손상,

손상부위 고정,

응급처치키트

인한 근골격계질환 등 건강장해

인대손상

붕대법, 부목적용

외상처치키트

여름철 고온 현장에서의 열사병

열사병, 일사병,
열경련, 탈수,

햇빛이 없는 서늘한
곳으로 이동, 수분

응급처치키트

화상

섭취, 쿨링

아나필락시스,

냉찜질, 움직임

따끔거림, 부종,

최소화, 지혈대의

호흡곤란, 심정지

착용, 심폐소생술

등 건강장해

벌, 뱀, 독충 등에 의한 재해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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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처치키트
질병처치키트

표 12. 어린나무가꾸기에 의해 발생되는 응급상황과 응급처치 방법
공정 번호
1

2

3

4

5

유해 · 위험요인
예초기, 기계톱 시동 시 날에
베일 위험

응급상황

응급처치

열상, 절단

절단물 처치, 세척,
지혈, 붕대법,
지혈대착용

예초기, 기계톱 작업 시 칼날에
베일 위험

열상, 절단

지혈대착용

예초기 날 파손 시 파편 에 맞을
위험

열상, 이물질
함입

떨어지거나 날아오는 물체에 맞을

타박상, 골절,

위험

열상, 뇌진탕

예초기 날 및 낫 작업 시 주변
근로자 베일 위험

6

예초기 날 및 기계톱 킥백 위험

열상, 절단

넘어지면서
발생하는 타박상,
골절

7

8

9

예초기, 낫, 기계톱을 들고 이동 시
주변 근로자와 날 접촉 위험

경사지나 이동 시 미끄러질 위험

낫 작업 시 베일 위험

지혈, 세척,
이물질 고정

열상, 절단

붕대법, 기도확보,
부목적용
지혈, 붕대법,
지혈대착용
지혈, 절단물 처치,
붕대법, 기도확보,
지혈대착용
절단물 처치, 세척,
지혈, 붕대법,
지혈대착용

찰과상, 열상,
타박상, 골절

외상처치키트
절단물처치키트
외상처치키트
절단물처치키트
응급처치키트

경추고정, 지혈,

절단물 처치, 세척,

상반신 절단 및 손상
어
린
나
무
가
꾸
기

절단물 처치, 세척,
지혈, 붕대법,

응급장비

세척, 지혈, 붕대법,
이물질의 경우

외상처치키트

외상처치키트
절단물처치키트

외상처치키트
절단물처치키트

외상처치키트
절단물처치키트

외상처치키트

고정, 부목적용
세척, 지혈, 붕대법,
이물질 세척

응급처치키트

손상부위 고정,
붕대법, 부목적용

응급처치키트
외상처치키트

열사병, 일사병,
열경련, 탈수,

햇빛이 없는 서늘한
곳으로 이동, 수분

응급처치키트

화상

섭취, 쿨링

아나필락시스,
따끔거림, 부종,

냉찜질, 움직임
최소화, 지혈대의

호흡곤란, 심정지

착용, 심폐소생술

열상
근육 손상,

10

진동, 근골격계질환 등 건강장해

인대손상,
의사소통의
부재로 인한 손상

11

12

여름철 고온 현장에서의 열사병
등 건강장해

벌, 뱀, 독충 등에 의한 재해 위험

응급처치키트
질병처치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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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방제작업에 의해 발생되는 응급상황과 응급처치 방법
공정 번호

유해 · 위험요인

응급상황

응급처치

응급장비

절단물 처치, 세척,
1

기계톱에 베일 위험

열상, 절단

지혈, 붕대법,

외상처치키트

지혈대착용
타박상, 깔림,
2

떨어지는 벌도목에 맞을 위험

압좌손상,
두부손상, 골절,
찰과상

3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넘어진
벌도목 또는 걸려 있는 나무에
맞을 위험

4

방
제
작
업

5

작업자의 신장 및 근력에 비해
무거운 톱 사용에 따른 재해 위험

벌도목 떨어짐, 기계톱 베임 등
발 부상 위험

타박상, 깔림,
압좌손상,
두부손상, 골절,
찰과상
근육손상,
인대손상, 열상,
절단
타박상, 열상,
절단, 골절

경추고정,
기도확보, 지혈,
붕대법, 지혈대착용
경추고정,
기도확보, 지혈,

외상처치키트

외상처치키트

붕대법, 지혈대착용
손상부위 고정,
붕대법, 절단물
처치, 세척, 지혈,

외상처치키트

지혈대착용
손상부위 고정,
부목적용, 지혈,
세척, 붕대법

응급처치키트
외상처치키트

절단물 처치, 세척,
6

현장 이동 시 기계톱에 베일 위험

열상, 절단

지혈, 붕대법,

외상처치키트

지혈대착용
7

8

9

10

동일 벌채사면의 상하작업으로

타박상, 골절,

벌도목이 굴러 내려가 맞을 위험

찰과상 열상

급유 등 연료 사용 시 화재 발생 화상, 호흡곤란,
위험

흡입화상

벌목작업 시 안전거리 미확보로

타박상, 골절,

근접 근로자가 맞을 위험

열상, 뇌진탕

벌목작업 시 대피로 미확보로

타박상, 골절,

벌도목에 맞을 위험

열상, 뇌진탕
낙상, 찰과상,

11

악천 후 작업 중 재해 위험

열상, 미끄러짐,
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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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혈, 붕대법,
부목적용, 손상부위
고정
쿨링, 기도확도,
산소투여, 안전한
곳으로 이동

응급처치키트
외상처치키트
응급처치키트
화상처치키트

경추고정, 지혈,

응급처치키트

붕대법, 기도확보,

외상처치키트

부목적용

자동제세동기

경추고정, 지혈,

응급처치키트

붕대법, 기도확보,

외상처치키트

부목적용

자동제세동기

지혈, 붕대법,

응급처치키트

부목적용, 경추고정

외상처치키트

표 14. 벌목작업에 의해 발생되는 응급상황과 응급처치 방법
공정 번호

유해 · 위험요인

응급상황

응급처치

응급장비

절단물 처치, 세척,
1

기계톱에 베일 위험

열상, 절단

지혈, 붕대법,

외상처치키트

지혈대착용
2

떨어지는 벌도목에 맞을 위험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넘어진

3

타박상, 깔림,

경추고정,

압좌손상, 두부손상,

기도확보, 지혈,

골절, 찰과상

붕대법, 지혈대착용

타박상, 깔림,

벌도목 또는 걸려 있는 나무에 압좌손상, 두부손상,
맞을 위험

골절, 찰과상

경추고정,
기도확보, 지혈,

기계톱 킥백 발생으로 베임 위험 넘어지면서 발생하는 붕대법, 기도확보,
타박상, 골절

5

벌도목 떨어짐, 기계톱 베임 등

타박상, 열상,

발 부상 위험

절단, 골절

현장 이동 시 기계톱에 베일 위험

열상, 절단

외상처치키트

붕대법, 지혈대착용

상반신 절단 및 손상 지혈, 절단물 처치,
4

외상처치키트

지혈대착용
손상부위 고정,
부목적용, 지혈,
세척, 붕대법

외상처치키트
절단물처치키트
응급처치키트
외상처치키트

절단물 처치, 세척,
벌
목
작
업

6

지혈, 붕대법,

외상처치키트

지혈대착용
7

8

9

10

11

12

동일 벌채사면의 상하작업으로

타박상, 골절,

벌도목이 굴러 내려가 맞을 위험

찰과상 열상

급유 등 연료 사용 시 화재 발생 화상, 호흡곤란,
위험

흡입화상

산소투여,
안전한 곳으로 이동

응급처치키트
화상처치키트

외상처치키트

부목적용

자동제세동기

낙상, 찰과상, 열상,

지혈, 붕대법,

응급처치키트

미끄러짐, 골절

부목적용, 경추고정

외상처치키트

근육손상,

손상부위 고정,
붕대법, 절단물

열상, 뇌진탕

벌, 뱀, 독충 등에 의한 재해 위험

쿨링, 기도확도,

외상처치키트

붕대법, 기도확보,

근접 근로자가 맞을 위험

무거운 톱 사용에 따른 재해 위험

손상부위 고정

응급처치키트

응급처치키트

타박상, 골절,

작업자의 신장 및 근력에 비해

부목적용,

경추고정, 지혈,

벌목작업 시 안전거리 미확보로

악천후 작업 중 재해 위험

지혈, 붕대법,

인대손상, 열상,
절단

처치, 세척, 지혈,

외상처치키트

지혈대착용

아나필락시스,

냉찜질, 움직임

따끔거림, 부종,

최소화, 지혈대의

호흡곤란, 심정지

착용, 심폐소생술

응급처치키트
질병처치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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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조재작업에 의해 발생되는 응급상황과 응급처치 방법
공정 번호

유해 · 위험요인

응급상황
타박상, 깔림,

1

경사지에서 절단된 나무가 굴러
맞을 위험

압좌손상,
두부손상, 골절,
찰과상
타박상, 깔림,

2

벌목 위험지역 내 출입 작업 중
벌도목에 맞을 위험

압좌손상,
두부손상, 골절,
찰과상

3
조
재
작
업

불안전한 자세로 기계톱 작업 중
절단, 베임 위험

응급처치

응급장비

경추고정,
기도확보, 지혈,

외상처치키트

붕대법, 지혈대착용

경추고정,
기도확보, 지혈,

외상처치키트

붕대법, 지혈대착용
절단물 처치, 세척,

열상, 절단

지혈, 붕대법,

외상처치키트

지혈대착용
절단물 처치, 세척,

4

압력, 장력을 받는 벌도목 조재
작업 중 재해 위험

열상, 절단,
타박상, 골절,

지혈, 붕대법,
지혈대착용,
손상부위고정,

외상처치키트
절단물처치키트

부목고정
5

6

7

34

부적절한 작업자세 및 방법으로

근육손상,

인한 재해 위험

인대손상

원목 떨어짐 등 발 부상 위험

타박상, 열상,
절단, 골절

손상부위 고정,
붕대법
부목고정
손상부위 고정,
부목적용, 지혈,
세척, 붕대법

어깨높이 이상으로 기계톱으로 안면부 및 상반신 지혈, 지혈대 착용,
원목 절단 중 재해 위험

절단 및 손상

임업사고 응급대응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절단물처치

응급처치키트
외상처치키트
응급처치키트
외상처치키트
외상처치키트
절단물처치키트

표 16. 집재작업에 의해 발생되는 응급상황과 응급처치 방법
공정 번호

집
재
작
업

유해 · 위험요인

응급상황

응급처치

응급장비

1

깔림, 끼임, 타박상,
경추고정,
현장 상부에서 돌, 나무토막 등이
압좌손상, 두부손상, 기도확보, 지혈,
굴러 내려와 맞을 위험
골절, 찰과상
붕대법, 지혈대착용

외상처치키트

2

깔림, 끼임, 타박상,
경추고정,
나무 운반 미끄럼틀 이용 임목
압좌손상, 두부손상, 기도확보, 지혈,
집재 중 끼임, 부딪힘
골절, 찰과상
붕대법, 지혈대착용

외상처치키트

3

근골격계 질환,
전복 시 깔림 및
경추고정,
집재기계 사용 미숙에 따른 재해
끼임, 낙상, 타박상, 기도확보, 지혈,
위험
압좌손상, 두부손상, 붕대법, 지혈대착용
골절, 찰과상

외상처치키트

4

와이어로프 손상, 마모 등 파단
위험

외상처치키트

5

전복 시 깔림 및
경추고정,
위험 작업 범위 내 근로자 출입 시 끼임, 낙상, 타박상,
기도확보, 지혈,
재해 위험
압좌손상, 두부손상,
붕대법, 지혈대착용
골절, 찰과상

6

장비, 기계 등의 불량에 의한
재해 위험

7

깔림, 끼임, 타박상,
경추고정,
작업자가 신호 불일치에 의한
압좌손상, 두부손상, 기도확보, 지혈,
재해 위험
골절, 찰과상
붕대법, 지혈대착용

외상처치키트

8

원목 인력 운반, 집재 중 요통
발생 위험

응급처치키트

9

전복 시 깔림 및
경추고정,
장비 주행 및 이동, 장비 설치시 끼임, 낙상, 타박상,
기도확보, 지혈,
뒤집힘 위험
압좌손상, 두부손상,
붕대법, 지혈대착용
골절, 찰과상

외상처치키트

10

원목 묶기, 풀기 등의 작업 중
재해 위험

외상처치키트

11

깔림 및 끼임, 낙상,
경추고정,
작업지형 장소에서의 떨어짐,
타박상, 압좌손상, 기도확보, 지혈,
넘어짐, 부딪힘 위험
두부손상, 골절, 찰과상 붕대법, 지혈대착용

외상처치키트

12

깔림 및 끼임, 낙상,
경추고정,
불안정 집재지역에서의 무너짐
타박상, 압좌손상, 기도확보, 지혈,
위험
두부손상, 골절, 찰과상 붕대법, 지혈대착용

외상처치키트

타박상, 골절,
찰과상

끼임, 타박상,
압좌손상, 골절,
찰과상, 낙상, 절단

근골격계 손상

타박상, 골절,
찰과상

지혈, 붕대법,
지혈대착용

세척, 경추고정,
지혈, 붕대법,
지혈대착용

움직임 최소화

지혈, 붕대법,
지혈대착용

외상처치키트

외상처치키트
응급처치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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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운재작업에 의해 발생되는 응급상황과 응급처치 방법
공정 번호

유해 · 위험요인

응급상황

응급처치

응급장비

근골격계 질환,
전복 시 깔림 및
1

굴삭기 운전 부주의에 의한 재해
위험

끼임, 낙상,

경추고정,

타박상,

기도확보, 지혈,

압좌손상,

붕대법, 지혈대착용

외상처치키트

두부손상, 골절,
찰과상
2

굴삭기 붐과 암이 있는 장소에서
근로자 부딪힘 위험

타박상, 골절

냉찜질, 움직임
최소화

응급처치키트

전복 시 깔림 및

3

굴삭기 작업지로 이동 또는 주행
중 뒤집힘 위험

끼임, 낙상,
타박상,
압좌손상,
두부손상, 골절,

경추고정,
기도확보, 지혈,

외상처치키트

붕대법, 지혈대착용

찰과상
낙상, 타박상,
운
재
작
업

4

원목 화물차량 짐걸이작업 중
떨어짐

압좌손상,
두부손상, 골절,
찰과상

경추고정,
기도확보, 지혈,

외상처치키트

붕대법, 지혈대착용

깔림, 끼임,
5

원목 과적재로 인한 재해 위험

타박상,

경추고정,

압좌손상,

기도확보, 지혈,

두부손상, 골절,

붕대법, 지혈대착용

외상처치키트

찰과상
깔림, 끼임,
6

7

쌓여진 원목 무너짐에 의한 재해
위험

무리한 힘 사용 등으로 인한 근골
격계질환 등 건강장해

타박상,

경추고정,

압좌손상,

기도확보, 지혈,

두부손상, 골절,
찰과상

붕대법, 지혈대착용

근골격계 질환,
근육손상,
인대손상
열피로, 열경련,

8

여름철 고온 현장의 열사병 등
건강장해

열사병
일사병, 탈수,
화상

36

임업사고 응급대응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냉찜질, 움직임
최소화

외상처치키트

응급처치키트

냉찜질, 시원한
곳으로 이동,
기도확보

응급처치키트

또한 응급처치키트 유형별 구성되는 구성품 목록은 다음과 같다.

표 18. 응급처치키트 유형별 구성품 목록
응급키트

구성품

응급처치키트

거즈, 생리식염수, 붕대, 테이프, 멸균거즈, 일회용 아이스 팩, 가위, 연고

외상처치키트

거즈, 생리식염수, 창상피복제, 붕대, 테이프, 멸균거즈, 지혈대, 부목, 가위

절단물처치키트

멸균된 비닐, 멸균거즈, 보냉팩, 생리식염수, 일회용 아이스 팩, 가위

화상처치키트

생리식염수, 가위, 테이프, 창상피복제, 붕대

질병처치키트

자동제세동기

기관지 확장제, 항히스타민제,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지사제 등의 상비약
* 의약품일 경우 법적 해결 방안 필요

자동제세동기, 가위, 마른 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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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응급배낭의 구성되는 구성품과 용도는 다음과 같다.

표 19. 응급배낭의 구성
구성품

품

명

20ml 생리식염수

1000ml 생리식염수

멸균 거즈

사이즈별 붕대

반창고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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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도

상처 부위 세척과 안구 이물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

상처 부위 세척 및 안구 이물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

상처 부위를 소독하거나
지혈 시 사용

손목, 발목, 팔, 다리 등에
손상을 입었을 경우 사용

거즈 및 붕대 고정 시 사용

구성품

품

명

neck collar

구조용 가위

부목세트

아이스팩

포켓마스크

용

도

경추를 고정하기 위해 사용

의복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
자르기 위한 도구

손상부위를 고정하기 위해 사용

출혈 및 부종,
온열질환 일 때 사용

인공호흡 시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

응급처치 시 신체를 접촉할 경우
라텍스글러브

신체분비물(출혈 등)을 격리하기
위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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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품

품

명

용

도

호흡곤란 환자에게 사용
이동식산소공급기
“119의 응급처치지도가 필요“

일반적인 직접압박으로 지혈이
지혈대

되지 않을 경우 사용
“119의 응급처치지도가 필요“

응급담요

체온 유지를 위한 1회용 담요

상처의 소독 및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약품
외과약품세트
*약을 구입할 경우
법적인 해결방안 필요
기관지 확장제, 항히스타민제,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내과약품세트

지사제 등의 상비약
*약을 구입할 경우
법적인 해결방안 필요

자동심장충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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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리듬을 자동분석하고
제세동을 함

4.2. 산림사업 응급상황별 응급처치 매뉴얼 개발
4.2.1. 산림사업 응급상황 응급처치 매뉴얼
4.2.1.1. 응급대응 상황
응급대응상황은 심장정지부터 119 이용방법까지 6개 범주로 나누어 대응할 수 있
도록 구성하였다.

응급대응상황

1. 심장정지
2. 기도폐쇄
3. 의식장애(회복자세)
4. 신체 손상
Ⅰ) 골절 및 염좌
Ⅱ) 신체 절단
Ⅲ) 신체에 박힌 물체
Ⅳ) 출혈
Ⅴ) 상처 처치
5. 특수한 손상
Ⅰ) 열관련 질환
Ⅱ) 동물이나 곤충에 물리거나 쏘인 손상
Ⅲ) 화상
Ⅳ) 눈의 손상
6. 119 이용방법

제4장 응급처치교육 커리큘럼･응급처치키트 및 응급처치 매뉴얼 개발

41

4.2.1.2. 심장정지
심장근육 조직으로 흐르는 혈액이 심각하게 감소하거나 멈추었을 때 심장발작을
일으키며, 심장근육의 손상이 심하면 심장박동이 멈출 수 있는데 이를 심정지 상태라
한다.

1) 발생상황
- 임업 현장 작업자의 개인 및 직업적 원인(질병 또는 외상)에 따른 위험
- 장년 근로자의 건강 관리 미흡 등에 따른 위험
- 연속적 육체적 중노동 등 근무 조건과 관련한 요인으로 인한 위험

2) 조기증상
- 답답하거나 쥐어짜는 양상의 가슴통증
- 좌측어깨통증이 동반된 증상
- 식은땀을 흘리며 명치통증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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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급처치 절차_일반인 구조자에 의한 기본소생술

그림 4. 응급처치 절차_일반인 구조자에 의한 기본소생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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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1. 전원을 켠다.
2. 패드를 붙인다.
3. 패드와 기기 연결을 확인한다.
4. 심장리듬을 분석한다. (환자에게서 모두 떨어진다!)
5. 심장충격 필요 – 6. 심장충격 (환자에게서 모두 떨어진다!)
불필요 – 6. 호흡확인 있음 – 7. 회복자세 – 8. 환자관찰
없음 – 7. 즉시 심폐소생술 실시 – 8. 2분후 다시 리듬분석

* 비정상적인 호흡 : 불규칙적 / 얕고 빠름 / 10초(이상)에 1회의 느림 /
무호흡 : 가슴의 움직임 없음 / 입만 뻐끔 / 전신의 청색증

* 정상적인 호흡 : 분당 12~20회의 규칙적이고 깊은 호흡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요령]

119 신고 및
의식확인

자동심장충격기

가슴압박 및 인공호흡

요청

전원을 켠다

패드 부착

심장리듬분석

심장충격실시

그림 5.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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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가슴압박

4.2.1.3. 기도폐쇄
기도폐쇄는 기도(숨구멍) 안으로 이물질이 들어가 막히는 것을 말한다.

1) 발생상황
- 기침을 할 수 있으나 숨을 어렵게 쉬는 경우
- 기침을 할 수 없거나 숨을 쉬지 못하는 경우
- 의식이 없으며, 숨을 쉬지 못하는 경우
응급처치 장비
심폐소생술 키트
1. 포켓마우스
2. 자동심장충격기
3. 들것(필요시 긴척추고정판)
4. 백밸브마스크
5. oximeter
그림 6. 기도폐쇄 처치

2) 응급처치 절차
기도폐쇄가 의심되는 경우
의식이 있는 환자에게 이물이 목에 걸렸는지 물어보고 주변을 확인한다.
부분기도폐쇄

완전기도폐쇄

(소리를 낼 수 있음)

(소리를 낼 수 없음)

기침유도

복부밀어내기

이물질이 보이는 경우 제거

이물질이 보이는 경우 제거

기도폐쇄 응급처치 중 의식과 호흡을 잃으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한다.
[1. 심장정지 참고]
필요하다면, 119상황실에 환자 상태를 전달하고 응급처치를 받는다.

* V sign : 국제 공통적인 기도폐쇄 싸인.
양손을 펴고 양쪽 엄지검지 사이에 목이 위치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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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4. 의식장애(회복자세)
의식이 없으나 정상적인 호흡과 효과적인 순환을 보이는 환자에게 인체의 회복을
도와주는 자세이다.

1) 발생상황
- 외상(머리 손상, 쇼크 등)이나 질병(심장질환, 뇌질환, 당뇨병 등)으로 발생
- 발작, 실신 후 징후로 의식이 뚜렷하지 않으나 정상호흡 및 순환을 보이는 환자
- 심폐소생술 후 의식은 없으나 호흡과 순환이 회복된 환자
심폐소생술 키트

1. 포켓마우스
2. 자동심장충격기
3. 들것(필요시 긴척추고정판)
4. 백밸브마스크
5. oximeter

그림 7. 의식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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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급처치 절차

그림 8. 응급처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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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5. 신체손상
신체의 뼈, 관절, 근육, 연부조직(피부, 힘줄, 혈관 등) 등의 손상을 의미한다.

1) 발생상황
- 산림 현장에서 근로자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질 위험
- 바위, 돌, 벌도목이 굴러오거나 고사목, 풍해목 등 넘어져 부딪힐 위험
- 예초기 날 또는 낫, 기계톱에 다칠 위험
- 산림 작업 시 돌이 튀거나 나뭇가지가 떨어져 신체 부상 위험
- 벌목한 나무에 맞을 위험(벌목으로 인한 사망사고 원인 중 대부분 차지)
- 기계 사용에 따른 끼임, 깔림, 떨어짐 등의 위험

2) 신체손상의 유의사항
- 피부 벌어짐으로 인한 출혈로 쇼크(차고 축축한 피부, 의식저하 등) 유발
- 벌목, 기계 깔림으로 인한 손발 저림, 움직임 저하 -> 경추손상 (움직임 금지)
- 기계톱 등으로 인한 절단 -> 손상부위 직접압박, 쇼크 유의, 절단부 챙기기
- 신체에 나뭇가지 등 박힘 -> 억지로 제거시 더 많은 출혈을 유발
- 한쪽 눈 손상 -> 양안이 같이 움직임으로 반대편 눈도 같이 가리고 이송
- 출혈에 깨끗한 거즈(수건) 대고 붕대 적용, 거즈가 피로 젖음 새 거즈로 덧대기
- 쇼크에는 바로 누워서 다리는 높인 자세(거상)를 적용 -> 중요 장기로 혈액 공급

3) 손상의 정의
- 골절 : 외부의 충격으로 인해 뼈의 마진이 어긋나 기존의 형태에서 변화된 것
- 염좌 : 뼈끼리 잡아주는 인대와 건의 손상(시간이 지나면 붓기 때문에 거상 or 차갑게)
- 절단 : 신체의 일부가 절단기 등의 외부힘으로 두 부위로 나누어진 것
- 박힌물체 : 이물질이 신체 내에 박혀 연조직(피부, 장기 등)의 손상을 발생
- 출혈 : 신체 내 연조직의 손상으로 혈관이 끊어져 혈관 밖으로 혈액의 유출을 의미
- 상처처치 : 신체에 발생한 모든 손상들의 악화를 예방하고 치료를 수행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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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체손상의 응급처치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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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응급처치 절차

Ⅰ. 골절과 염좌(관절 또는 근육 손상)

그림 9. 응급처치 절차(골절과 염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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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신체 절단_팔다리(손, 발 등)

그림 10. 응급처치 절차(절단_팔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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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신체에 박힌 물체

그림 11. 응급처치 절차(박힌 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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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출혈

그림 12. 응급처치 절차(출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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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상처 처치

그림 13. 응급처치 절차(상처 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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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6. 특수한 손상
산림 현장의 높은 기온과 뱀, 벌, 진드기, 야생 동물과 식물에 물리거나 쏘이는 손상
등을 말한다.

1) 발생상황
- 고온에 따른 열사병 등 건강장해
- 벌에 쏘이거나 뱀에 물리는 위험
- 방재를 위한 화학물질 사용으로 화학물질 중독 위험
- 기계톱 등의 연료, 윤활유 등의 오용, 부주의에 따른 화재 위험

2) 특수한 손상의 유의사항
- 열사병, 일사병으로 쉽게 쇼크(혈압저하, 차고 창백하고 축축한 피부) 발생 가능
- 뱀, 벌 등에 쏘여 입술부음, 기도부음, 숨쉬기 힘듦 등 아나필락시스 쇼크
-> 응급키트에 있는 자동에피네프린 주사를 자가투여 후 119 통한 병원 이송
- 진드기에 물렸을 때 당황하지 말고 잡아둠
-> 증상 발현 시 병원 응급실 방문
- 화상 손상은 최우선으로 흐르는 차가운 물로 15분 이상 손상부위 식히기
- 소나기 등의 오랜 노출로 심한 저체온시, 열선풍기 등 적극적인 재가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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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급처치 절차
Ⅰ. 열관련 질환

그림 14. 응급처치 절차(열관련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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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동물이나 곤충에 물리거나 쏘인 손상

그림 15. 응급처치 절차(동물이나 곤충에 물리거나 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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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화상(열에 의한 화상)

그림 16. 응급처치 절차(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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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눈의 손상

그림 17. 응급처치 절차(눈의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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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7. 119 이용방법
- 119 신고 : 화재, 구조, 구급에 관련된 상황에 상시 대기 및 출동한다.
- 응급처치 : 음성통화 또는 영상통화를 이용하여 응급처치 지도를 받을 수 있다.
- 환자이송 : 응급환자가 병원으로 빠른 이송이 될 수 있도록 구급차가 출동한다.
- 질병상담 : 24시간 의사에게 질병상담을 통한 환자의 상태를 판단 받을 수 있다.
- 병원안내 : 응급환자만 아니라 아픈 환자는 모두 진료 가능한 병원을 안내받을 수 있다.

119신고 시, 119상황실 요원(응급의료전화상담원)에게 환자의 기본적인 정보가 제공됨에 따라 상
태에 따른 빠른 적절한 처치 및 이송, 병원선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환자의 기본적인 정보]
1. 나이
2. 성별
3. 현재 위치
4. 손상 및 질병의 특성
5. 의식유무
6. 호흡유무
7. 손상 및 질병의 발생시간
* 필요한 경우, 119구급대원이 출동 중 신고자에게 전화를 할 수 있다.
한뼘통화를 통한 계속적인 환자의 상태변화를 확인하며 치료할 수 있다.
그림 18. 119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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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스마트 응급처치 기술 개발
4.2.2.1. 스마트 응급처치 기술
당일 작업장소를 카카오맵 등 위성사진을 이용하여 응급대응기관에 위치를 전송하
고 사진 전송 시 작업지와 가까운 곳에서 구급차를 이용한 이송이 가능한 장소를 2~3
개소를 선정한다. 상호 접근이 가장 양호한 지역부터 1, 2, 3의 번호부여 한 캡쳐 화면
을 전송한다. 이를 통해 재해발생 시 현장출동 과정에서 재해 위치로 접근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또한, 작업자 질병 이력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사고 발생시 발생할 수 있는 2차 재
해를 예방하고 적극적인 응급대응이 가능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응급의료기관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임업작업현장-응급대응기관-응급의료기관에 대한 데이터베
이스를 구축하고 이송 거리와 이송 시간을 고려하여 응급대응 방안을 구축할 수 있다.
응급키트의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역 국유림관리소에 유형별 응급키트
를 비치하고 지역 내 영림단에게 작업유형에 따라 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응급키트
의 구성품은 지역 관할 소방서와 공유하여 스마트 응급처치에 활용한다.

- 응급현장에서 119에 신고
- 구급차 출동과 동시에 응급처지지도 실시
- 응급의료종사자 자격 또는 면허가 있는 사람이 응급
처치지도를 함.

- 구급대원 도착 전까지 응급처치 실시

- 구급대원에게 인계 후 의사에게 의료지도 받으며 병
원으로 이송
- 이송의 방법 구급차 또는 헬기를 이용

그림 19. 스마트 응급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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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통화를 통해 신고 접수 시 재해자의 상태와 적합한 응급의료기관이 선정될 경우
정보를 종합하여 헬기 요청이 가능해진다.

그림 20. 헬기 요청 개선방안

4.2.2.2. 스마트 응급처치를 위한 가이드북 개발
응급상황별 QR코드를 제시하여 시청각 자료를 제공하여 스마트폰에 동영상 등을
보며 학습하고, 응급상황 시 119가 도착하기 전까지 스스로 응급처치를 시행할 수 있
도록 가이드 한다.

그림 21. 스마트 응급처리를 위한 가이드북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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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3. IoT 기술을 활용한 웨어러블 기기 및 관리시스템 개발
IoT 기술을 활용한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할 경우 작업자의 신체이상 또는 재해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작업자의 작업량 및 강도를 파악할 수 있어 사전에 재해를
예방할 수 있으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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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95임업연구성과설명회 자료(임산버섯분야).
1995.
100. ’95임업연구성과설명회 자료(특수임산물리용
분야).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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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산림생태계 생물다양성 조사분석 및 표본관리
방법. 1995.
102. 속성활엽수의 해외조림투자환경(베트남, 미
얀마, 칠레, 서호주를 중심으로). 1995.
103. 솔잎혹파리 논문집 Ⅰ. 생태, 피해, 방제전략.
1995.
104. 솔잎혹파리 논문집 Ⅱ. 생물적, 화학적, 임
업적 방제. 1995.
105. 솔잎혹파리 논문집 Ⅲ. 일본, 유럽, 미국.
1995.

1996.
122. 활엽수자원조사보고서(전국 총괄). 1996.
123. 활엽수자원조사보고서(경기도 기본계획구).
1996.
124. 활엽수자원조사보고서(강원도 기본계획구).
1996.
125. 활엽수자원조사보고서(충청북도 기본계획구).
1996.
126. 한국산림과 온실가스 -흡수․저장 및 저감방안-,
1996.

106. 한국수목해충목록집. 1995.

127. 산림생장 및 수확예측 모델론. 1996.

107. 임업분업론과 중국의 임업발전방향. 1995.

128. 환경보전형 곤충병원미생물을 이용한 잔디

108. 중국의 임업산업정책과 구역비교연구. 1995.
109. 우리나라 목재수급실태. 1995.
110. 활엽수자원조사보고서(충청남도 기본계획구).
1995.
111. 활엽수자원조사보고서(전라북도 기본계획구).
1995.
112. 활엽수자원조사보고서(경상북도 기본계획구).
1995.

해충 방제. 1996.
129. 임업연구원소장 곤충표본목록 Ⅰ 나비목.
1996.
130. 임업경제동향-연차보고서(1997). 1997.
131. 나무의 신비. 1997.
132. 우리나라의 산촌지역 구분조사. 1997.
133. 한국의 목재수급실태. 1997.
134. 산림자원조사보고서. 1997.

113. 임업연구 기본계획. 1995.

135. 중국의 임업‧임산업 현황과 투자환경. 1997.

114. 뉴질랜드의 임업 및 임산업 투자환경

136. 일제시대의 국유림관리 -보호․처분․경영을

- 북섬지역을 중심으로. 1995.

중심으로-. 1997.

115. 구조용 목질재료의 이용과 환경영향. 1995.

137. 목조건축의 외장용 목재. 1997.

116. 한국수목병명목록집. 1995.

138. 조선시대 산림사료집. 1997.

117. 열대활엽수의 해외조림투자환경(말레이시아,

139. 임도망계획방법. 1998.

솔로몬, 파푸아뉴기니아를 중심으로). 1996.
118. ‘96연구성과설명회 자료집(임산공업분야)
- 산업환경변화에 대응한 임산공업의 새로운
모색. 1996.
119. 한․일 산림생산공학 학술회의. 1996.
120. 임업경제동향 - 연차보고서. 1996.
121. 계방산 및 울릉도산림생태계의 생물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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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임업경제동향-연차보고서. 1998.
141. 표고 재배기술. 1998.
142. 폐목재발생 및 재활용실태. 1998.
143. 산림의 온실가스 저감방안. 1998.
144. 목질탄화물(숯과 목초액)의 농업 및 환경적
이용. 1998.
145. 설악산 산림생태계의 생물다양성과 생태관

광개발 잠재력 평가. 1998.

174. 임업경제동향 2000년/겨울. 2001.

146. 우리나라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실태. 1999.

175. 임업경제동향 2001년/봄. 2001.

147. 표고 재배기술향상. 1999.

176. 일본의 산촌진흥시책. 2001.

148. 임업경제동향-연차보고서. 1999.

177. 비무장지대 조사방안 토론회. 2001.

149. 자연휴양림 이용특성 및 효율적 관리방향

178. 임업경제동향 2001년/여름. 2001.

(1). 1999.
150. 송이 증수 및 품질향상 기술. 1999.
151. 주요 수종의 육종계획. 1999.

179. 숯과 목초액 이용. 2001.
180. 온․한대림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기준 및 지표. 2001.

152. 임업의 새로운 조류. 1999.

181. 임업경제동향 2001년/가을. 2001.

153. 송이 증수 및 인공재배 연구. 1999.

182. 한국의 근․현대 산림소유권 변천사. 2001.

154. 임업경제성분석 프로그램 사용설명서. 1999.

183. Green GNP와 산림자원계정. 2001.

155. 임업경제성분석 지침서. 1999.

184. Traditional Knowledge for Soil Erosion

156. 목재인증제의 동향. 1999.
157. 도시림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1999.
158. 새로운 표고재배기술. 2000.
159. 폐목재의 수집체계 개선 및 재활용 촉진방안.
2000.

Control in the Republic of Korea. 2001.
185. 산림유역의 비점오염원 관리 - 산림작업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 및 저감대책 -. 2001.
186. 주요국의 산림․임업정책. 2001.
187. 주요국의 산림․임업법률. 2001.

160. 식․약용식물 재배법. 2000.

188. 임업경제동향 2001년/겨울. 2002.

161. 임업연구원 소장 곤충표본목록 Ⅱ 곤충류

189. 임업경제동향 2002년/봄. 2002.

(나비목제외). 2000.

190. 임업경제동향 2002년/여름. 2002.

162. 임업경제동향 2000년/봄. 2000.

191. 도시림의 합리적 이용‧관리방안. 2002.

163. 한국기록종 버섯 재정리 목록. 2000.

192. 외국의 산불예방과 진화. 2002.

164. 백합나무 조림기술. 2000.

193. 우리나라 귀화식물의 분포. 2002.

165. 밤나무 재배기술. 2000.

194. 중국임업 및 임산업투자환경. 2002.

166. 임업경제동향 2000년/여름. 2000.

195. 임업경제동향 2002년/가을. 2002.

167. 임업경제동향-연차보고서. 2000.

196. 산림수문 장기모니터링 자료집(산림유역의

168. 송이산 가꾸기 및 송이증수. 2000.

물순환 조사). 2002.

169. 한국과 일본의 산지관리 제도. 2000.

197. 북미산 활엽수재의 재질과 용도. 2002.

170. 혼농림업의 현황과 발전방향. 2000.

198. 백두대간의 생태계 현황 및 관리범위 설정.

171. 원목규격과 해설. 2000.
172. 폐탄광지의 환경복원녹화 기술개발 국제심포
지엄. 2000.
173. 임업경제동향 2000년/가을. 2000.

2003.
199. 세계의 산림자원과 목재무역. 2002.
200. 2002 수요열린 세미나 자료집. 2003.
201. 임업경제동향 2002년/겨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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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임업경제동향 2003년/봄. 2003.
203. 생물반응기와 생물체 대량배양. 2003.

231. 기후변화 협약 관련 IPCC 우수실행지침.
2004.

204. 대기오염과 산림생태계 변화모니터링. 2003.

232. 북한 산림․임업동향 및 주요수종. 2004.

205. 임업경제동향 2003년/여름. 2003.

233. 2004 토요세미나 자료집. 2005.

206. 흰개미의 생태와 방제. 2003.

234. 임업경제동향 2004년/겨울. 2005.

207. 홍릉수목원의 버섯. 2003.

235. FSC 산림인증 심사용 Check list. 2005.

208. 주요국의 산림계획제도. 2003.

236. 임업경제동향 2005년/봄. 2005.

209. 임업경제동향 2003년/가을. 2003.

237. 목재 유통구조 분석. 2005.

210. 북한 산림․임업동향. 2003.

238. 광릉시험림 천연소나무림 실태조사. 2005.

211.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국가보고서 작성 기초

239. 일본의 임지개발허가제도. 2005.

연구. 2003.
212. 제초제 내성 관여 유전자와 효소, 제초제의

240. 임업경제동향 2005년/여름. 2005.
241. 2005 열린세미나 자료집(상). 2005.

생화학 및 대사, 형질전환 식물의 잔류물질.

242. 임산물품질인증지침(개정판). 2005.

2003.

243. 산지이용구분도 구축방법의 문제점 및 개선

213. GM 수종의 환경적 고찰. 2003.

방안. 2005.

214. 포플러의 생물학. 2003.

244. 실내공기환경과 목질제품. 2005.

215. 조선시대 국용임산물(전국지리지의 임산물

245. 임업경제동향 2005년/가을. 2005.

항목을 중심으로). 2004.
216. 2003 수요열린 세미나 자료집. 2004.
217. 임업경제동향 2003/겨울. 2004.
218. 산림수자원 모니터링. 2004.
219. 채종원의 효율적 관리방안. 2004.
220. 임도밀도 목표량 산정연구. 2004.
221. 임업경제동향 2004년/봄. 2004.

246. 항공사진 입체표본철. 2005.
247. 이차대사산물 생산공장으로서의 식물세포배양.
2005.
248. WTO/DDA 목재류 분야 협상의 최근 동향.
2005.
249. 수목유래 isoflavonoids 화합물의 구조동정을
위한 핵자기공명 및 질량 분석 자료. 2005.

222. 동북아 지역의 사막화 원인과 대책. 2004.

250. 독일가문비나무의 생물학. 2005.

223. 휴양림 목조시설 유지관리 매뉴얼. 2004.

251. 잣나무의 엽록체 유전체. 2005.

224. 알기 쉬운 소나무재선충. 2004.

252. 북한 산림․임업동향 및 주요수종 Ⅱ. 2005.

225. 임업경제동향 2004년/여름. 2004.

253. 목침목의 할열 방지 및 폐침목의 재이용.

226. 생태계접근법의 개념과 이행지침. 2004.
227. 임산물품질인증지침. 2004.
228. 두릅나무 및 음나무 재배기술. 2004.

2005.
254. WTO/DDA 농업협상의 논의쟁점과 단기
소득 임산물의 대응방향. 2005.

229. 임업경제동향 2004년/가을. 2004.

255. 세계의 산불위험예보시스템. 2005.

230. 표고와 송이의 최근 재배동향. 2004.

256. 2005 열린세미나 자료집(하).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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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 임업경제동향 2005년/겨울. 2006.

284. 2007 열린세미나 자료집(상). 2007.

258. 표고재배 및 병해충 관리. 2006.

285. 핀란드 및 독일의 산림부문 온실가스 통계

259. 임업경제동향 2006년/봄. 2006.

체제. 2007.

260. 일본 국유림 레크레이션 숲 관련 제도. 2006.

286. 임업경제동향 2007/여름. 2007.

261. 2006 열린세미나 자료집(상). 2006.

287. 대나무․대나무숯․죽초액. 2007.

262. 임업경제동향 2006년/여름. 2006.

288. 산림유전자원 표본목록. 2007.

263. 일본 국유림 레크레이션 숲 관련 제도 Ⅱ.

289. 제주지역의 임목유전자원. 2007.

2006.
264. 수목의 오존내성 매카니즘과 피해반응. 2006.
265. 소나무재선충병의 국제 연구동향. 2006.
266. 수목의 생리활성 탐색. 2006.
267. 기내배양을 이용한 산림자원의 증식. 2006.
268. 수목유래 Isoflanovoids 화합물의 구조동

290. 일본의 산촌진흥대책 추진매뉴얼. 2007.
291. 개량종자 생산을 위한 채종원 조성 및 관리.
2007.
292. FSC 산림경영인증 및 CoC 목제품원료인증
교육자료집. 2007.
293. 임산물품질시험 인증지침. 2007.

정을 위한 핵자기 공명 및 질량분석자료(II).

294. 임산염료 자원을 이용한 천연염색(I). 2007.

2006.

295. 꽃송이버섯. 2007.

269. 산지계류의 생태적 복원방법. 2006.

296. 수목유래 Isoflanovoids 화합물의 구조동

270. 액화목재의 제조기술 및 이용. 2006.

정을 위한 핵자기 공명 및 질량분석자료(Ⅲ).

271. 임업경제동향 2006년/가을. 2006.

2007.

272. 제주시험림 생태관광타당성 조사. 2006.

297. 목질탄화물의 흡착이용. 2007.

273. 기후변화협약과 산림. 2006.

298. 임업경제동향 2007/가을. 2007.

274. 소나무재선충병 바로알기. 2006.

299. 산림항공사진 영상판독시스템과 수치임상도

275. 북한 산림․임업 동향 및 주요 수종(Ⅲ). 2006.
276. 통계로 본 산림자원의 변화와 임산물 수급
추이. 2006.

제작 사용자 매뉴얼. 2007.
300. 한국의 도시숲. 2007.
301. 리기다소나무림 관리방안. 2007.

277. EU․일본의 임업보조금. 2006.

302. FSC CoC 목제품원료인증 교육자료집. 2007.

278. 2006 열린세미나 자료집(하). 2007.

303. 산불관리 원칙과 전략적 활동 지침. 2007.

279. 소나무의 유전변이와 유전자원보존. 2007.

304. 백두대간의 지리적 범위 구명 방안. 2007.

280. 임업경제동향 2006년/겨울. 2007.

305. Post-2012 산림탄소 배출권 계정논의 동향.

281. 독일 및 이탈리아의 농산촌관광 정책과 현황.
2007.
282. 산림 항공사진 검색 시스템 사용자 메뉴얼.
2007.
283. 임업경제동향 2007년/봄. 2007.

2007.
306. 북한의 산림‧임업 동향 및 주요 수종(Ⅳ).
2007.
307. 2007 열린세미나 자료집(하). 2007.
308. 지역개발과 산지법의 신경향.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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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 일본의 산림기능구분과 산림관리. 2008.
310. 임업경제동향 2007/겨울. 2008.

333. 산림생태계 관리를 위한 새로운 접근! 산지
소생물권. 2008.

311. 을수동 산림생태지도. 2008.

334. 희귀 산림유전자원 보존 연구. 2008.

312. 지속가능한 관광 및 생태관광 인증. 2008.

335. 유실수의 유용성분 분석. 2008

313. 임업경제동향 2008/봄. 2008.

336. 국내외 숲해설 관련 인증제도. 2008.

314. 2008 열린세미나 자료집(상). 2008.

337. 호두과피 탈피기 개발 및 이용. 2008

315. 코린도 칼리만탄 조림지 임목자산 평가조사

338. 품질인증 방부처리목재 수종별 방부처리도와

보고. 2008.
316. 임업경제동향 2008/여름. 2008.
317. 제5차 국가산림자원조사 - 현지조사 매뉴얼
-. 2008.

자상처리 기준 추가 타당성 조사. 2008.
339. 산지계류의 생태적 복원기법 II - 생태적
복원계획과 분석. 2008.
340. 산불피해지 생태변화 조사방법 매뉴얼. 2008.

318. 수치임상도(1:25,000) 표준 제작체계. 2008.

341. 유럽 산촌지역의 현황 및 제도분석. 2009.

319. 산림작업용 장비. 2008.

342. 2008 열린세미나 자료집(하). 2009.

320. 백합나무(Liriodendron tulipifera L.) -

343. 임업경제동향 2008/겨울. 2009.

생장특성과 관리기술 -. 2008.
321. 제주시험림 야생동물 생태도감. 2008.
322. 모두베기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
2008.

344. 산림유전자원 종자목록 - 난대산림연구소
보유편(2009). 2009.
345. 임업경제동향 2009/봄. 2009.
346. 항공영상 활용 현장조사 시스템(소프트웨어)

323. 남산숲의 식생과 토양 특성. 2008.

스탠드 얼론 버전(Stand Alone Version)

324. 임산염료 자원을 이용한 천연염색(Ⅱ). 2008.

사용자 매뉴얼. 2009.

325. 지역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시험림 조성 및
특산수종 발굴. 2008.
326. 수치임상도 제작 운영ㆍ관리 프로그램 사용자
매뉴얼. 2008.
327. 영상탑재 현장조사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2008.
328. 북한의 산림‧임업 동향 및 주요 수종(Ⅴ).
2008.

347. 산림입지도(1:5,000) 제작 표준매뉴얼.
2009.
348. 제4차 전국산림자원조사 민유림 총괄편.
2009.
349. 2009 열린세미나 자료집(상). 2009.
350. 홍릉수목원의 보물찾기-버섯 99선. 2009.
351. 일본의 산촌지역 도농교류 우수사례. 2009.
352. 임업경제동향 2009/여름. 2009.

329. 해외 바이오매스 이용 현황 - 일본 -. 2008.

353. 일본의 보안림제도. 2009.

330. 산림의 유전자원 보존. 2008.

354. 제4차 전국산림자원조사 국유림 총괄편.

331. 임업경제동향 2008/가을. 2008.
332. 외래 유전자 도입 포플러 데이터베이스.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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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355. 미국의 국가산림자원조사 지도제작 프로그램.
2009.

356. 운문골 산림생태지도. 2009.

381. 임업경제동향 2010/봄. 2010.

357. 미국의 도시녹지 탄소계정. 2009.

382. 백합나무 시설양묘 시업기술. 2010.

358. 식물호르몬 분석 실무. 2009.

383.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 현장 종동정 매뉴얼.

359. 2009 한국의 산림경관 및 생태계 관리권역.
2009.
360. 일본의 포름알데히드방출 목질제품 관리제도.
2009.

2010.
384. Forest Eco-Atlas of Korea. 2010.
385. 정사항공사진을 활용한 제5차 수치임상도
(1:25,000) 제작 매뉴얼. 2010.

361. 산림종자유전자원 DB 구축 현황. 2009.

386. 2010 열린세미나 자료집(상). 2010.

362. 조경수 재배기술 관리. 2009.

387. 유성번식을 통한 무병 천마의 기내생산방법.

363. 임업경제동향 2009/가을. 2009.

2010.

364. 산림 벌채 부산물의 압축화 기술. 2009.

388. 임업경제동향 2010/여름. 2010.

365. 주요 조림수종의 양묘기술. 2009.

389. 지상부 바이오매스 공간분포 추정에 관한

366. 제주지역의 야생버섯. 2009.
367. 북한의 산림․임업 동향 및 주요 수종(Ⅳ).
2009.
368. 주요국의 국유림 정책 및 경영실태. 2009.

주요국 연구 동향 분석. 2010.
390. 세계 산림 수종별 바이오매스 추정. 2010.
391. 옥외시설 및 건축외장재의 유지관리 매뉴얼.
2010.

369. 산림 GIS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2009.

392. Ligneous Flora of Jeju Island. 2010.

370. 숲과 물이 만나는 수변림. 2009.

393. 지속가능한 난대림 산림경영 연구의 이론과

371. 잔불 재확산 방지 관리 기술. 2009.

실제. 2010.

372. 2008~2009 산림재해백서. 2009.

394. 일본의 산림 탄소상쇄 사업 지침. 2010.

373. 중국 대나무 도감. 2009.

395. 백합나무 특성 및 관리. 2010.

374. Feasibility study on the development of

396. 임산염료 자원을 이용한 천연염색(III). 2010.

community based forest management

397. 인도네시아의 산림․임업. 2010.

for improving watershed condition and

398. 해외 바이오매스 이용 현황 - 유럽 및 미주

poor household welfare in west Java,
Indonesia. 2009.
375. 일본의 바이오매스타운 조성정책과 추진사례.
2010.

-. 2010.
399. 임산물품질인증 지침. 2010.
400.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 사례집. 2010.
401. 임업경제동향 2010/가을. 2010.

376. 2009 열린세미나 자료집(하). 2010.

402. 솔껍질깍지벌레 피해분포도. 2010.

377. 1991~2009년 산불발생위치지도. 2010.

403. 북한 산림․임업동향 및 주요 수종(VII). 2010.

378. 임업경제동향 2009/겨울. 2010.

404.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 2010.

379.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2010.

405. 산림탄소상쇄 사업설계가이드라인-시범사

380. Cytokinin의 분자생리학. 2010.

업용. 2011.

연구자료 목록

75

406. 산림유전자원 현지외보존 현황. 2011.
407. 2010 산림재해백서. 2011.
408. 임업경제동향 2010/겨울. 2011.
409. 산림청지정 희귀멸종위기 식물 제166호
산개나리. 2011.
410. 일본의 바이오매스타운 조성ㆍ운영 지원 법률
및 제도. 2011.
411. 임업경제동향 2011/봄. 2011.

드북. 2011.
428. 산림탄소순환마을 보급형 목조주택 모델.
2011.
429. 중국의 산림자원조사 체계. 2011.
430. 인도네시아의 CDM 국가 가이드. 2011.
431. 조선에 있는 산림과 전설. 2011.
432. 목질판상제품의 산업현황 및 국제표준화 동향.
2011.

412. 홍릉 숲에 사는 개미. 2011.

433. 특용자원 표준재배지침서 – 2. 2011.

413. 편백 시설양묘 시업기술. 2011.

434. 산림미생물 유전자원의 관리. 2011.

414. 산불감시카메라 가시권 분석을 통한 ‘산불

435. 임업경제동향 2011/가을. 2011.

탐지 가시권 지도’. 2011.
415. 제6차 국가산림자원조사 및 산림의 건강활
력도 조사 현지조사지침서. 2011.
416. 산림입지토양도(1:5,000) 제작 표준매뉴얼
–ver. 2.0-. 2011.
417. A1B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개미의 분
포와 풍부도의 변화 예측. 2011.
418. 임업경제동향 2011/여름. 2011.
419. 곤충페로몬 및 식물체정유를 이용한 산림해충
방제제 개발. 2011.
420. 두륜산 산림생태지도. 2011.
421. 2011년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산림연구소 제주
시험림 산림경영인증 재심사 보고서. 2011.
422. 2011 제주시험림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현지
이행 성과. 2011.

436. 산림유전자원 현지내 보존림 현황. 2011.
437.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분야 감축활동 및
연구동향 –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2011.
438. 미국의 도시녹지 수목 재적 및 바이오매스
평가. 2011.
439. 숲으로 떠나는 마음 여행. 2011.
440. 우리나라의 산림자원 현황 –제5차 국가산림
자원조사(2006-2010) 주요 결과. 2011.
441. 호두나무 재배기술. 2011.
442. 일본의 보안림 정비지침 및 카나가와현 산림
정비 사례. 2011.
443. 소나무재선충병 예찰·진단 지침서. 2011.
444. 북한 산림·임업동향 및 주요 수종(VIII). 2011.
445. 사진으로 보는 한국의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사.
2011.

423. 방부목재 가이드북(개정판). 2011.

446. 아시아의 기후변화와 산불. 2011.

424. 국가별 목재펠릿 정책 및 유럽의 시장 동향.

447. 포르투갈, 헝가리 산림 현황 및 연구. 2012.

2011.
425. 일본의 바이오매스타운 녹색관광 추진사례.
2011.

448. 광릉 숲의 졸참나무와 서어나무 고사목에
서식하는 딱정벌레. 2012.
449. 임업경제동향 2011/겨울. 2012.

426. 중국 대나무 도감 – 2. 2011.

450. 2011 산림재해백서. 2012.

427. 산림치유지도사를 위한 소아천식질환 가이

451. 인도네시아 주요 열대수종.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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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산림병해충 기술교본. 2012.

478. 임목종자의 저장과 종자수명. 2012.

453. 홍릉 숲에 사는 나비. 2012.

479. 대기오염과 수목피해. 2012.

454. 단기소득임산물 경영지원시스템 모형 개발.

480. 통합의학적 산림치유 프로그램 매뉴얼. 2012.

2012.
455. 거제수나무 시설양묘 시업기술. 2012.
456. 임업경제동향 2012/봄. 2012.
457. 낙엽송의 개화결실 특성과 종자결실 증진.
2012.
458. 국제 산림정책 동향. 2012.
459. 한국개미분포도감(2007~2009). 2012.
460. 임업경제동향 2012/여름. 2012
461. 한국나비분포도감(1996-2011). 2012.

481. 산림경관자원 조사․경관계획. 2012.
482. 산림유역의 수질보전을위한 최적관리기법.
2012.
483. 우리나라의 해안방재림 실태. 2012.
484. 복분자딸기. 2012.
485. 북한의 산림․임업동향 및 주요 수종(Ⅸ).
2012.
486. 목재에너지림 조성 및 관리 사례 – 영국․독
일편 -. 2012.

462. 일본의 버섯 현황과 관련 제도 및 정책. 2012.

487. 나라꽃 무궁화 재배 및 관리. 2012.

463. 산림작업안전매뉴얼. 2012.

488. 유실수 특용수 전정기술. 2012.

464. 제주도의 착생식물. 2012.

489.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실무 매뉴얼. 2012.

465. 인도네시아의 REDD+: 인도네시아 국가전략

490. 분재 재배 및 병해충 관리. 2012.

및 일본의 시범사업 사례. 2012.

491. 임업경제동향 2012/가을. 2012.

466. 환경정화용 산림유전자원-호랑버들. 2012.

492. 국제 산림정책 동향. 2012.

467.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2012.

493. 산양삼 표준재배지침. 2013.

468. 목조 패시브하우스 설계기술. 2012.

494. 원목규격 및 재적표. 2013.

469. 그린 목조주택 설계 도면집. 2012.

495. 임업경제동향 2012/겨울. 2013.

470. 바이오매스의 열화학적 변환 공정을 이용한

496. 2012 산림재해백서. 2013.

바이오오일의 생산과 이용. 2012.
471. 해외 산림탄소상쇄 프로그램의 운영표준.
2012.
472. 한국나비분포변화 1938-2011. 2012.
473. 표고의 생화학적 특성. 2012.
474. 사찰건축물 보존을 위한 임업적 산림재해
관리 방안. 2012.

497. 난대 자원화 유망수종 육성기반 조성 연구.
2013.
498. 고사리 산지 식재기술(II). 2013.
499. 일본의 목재이용촉진법 및 지역재 인증 규정.
2013.
500. 주요국의 불법목재규제법 및 산림인증 규정.
2013.

475. 주요 잔디해충의 생태와 관리. 2012.

501. 국제 산림정책 동향. 2013년 1호. 2013.

476. 외국도입수종재의 성질 및 용도.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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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 간벌과 목표 산림형. 2015

630. 헝가리의 아까시나무 육성.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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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 유럽의 소나무재선충병 대응 전략. 2015
635. 튀니지 코르크참나무 숲 복원을 위한 양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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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 2015 산림재해백서.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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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 임업경제동향 2016년 여름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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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 부후성 버섯의 배양 특성. 2016.

685. 산림용 시설양묘 매뉴얼(용기묘 식재).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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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 및 비용평가. 2016.

664. 수목 호르몬 분석 및 응용.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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