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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해부학은 의과대학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이론과 실습의 비중이 가장 큰 과목으로, 

이를 통해 의과대학생들은 인체에 대한 해부학적인 이론 및 지식을 갖추게 된다[1]. 
또한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임상의사들도 카데바 워크숍과 같은 과정을 통해 술기나 

수술에 대한 연구나 실습을 하기 때문에 해부 실습은 여전히 필수적인 교육과정이다

[2].
해부 실습은 기증자의 시신을 인도받고, 방부제를 처리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 이루

어지게 된다. 19세기 말 인체 시신의 방부처리를 위해 최초로 포르말린(formalin) 용

액을 사용한지 100년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포르말린을 사용하는 기조에서 거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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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necessary to install ventilation facilities in the laboratory and to regularly moni-
tor harmful gases including formalin for safe environment of the dissection labora-
tory. However, there are no indicators that can identify the current status of ventila-
tion facilities, safety equipment, and protective equipment in the dissection labora-
tory. In this study, the status of safety management of anatomical lab at domestic 
medical, dental, and oriental medical universities are investigated through an online 
questionnaire. Of the total 32 universities, 7 universities (21.8%) regularly monitor 
harmful gases such as formalin in the dissection lab, 13 universities (40.6%) do it on 
an irregular basis, and 12 do not do it at all. Seven universities (21.8%) are using the 
exhaust-type dissection table, 24 universities (75%) are not using it. Regarding the 
need for standards for manpower and facilities in the management of the anatomy 
lab, 7 universities (21.8%) are mediocre, 21 universities are necessary (65.6%), and 4 
universities (12.5%) are very necessary. The responsibility for anatomy lab is 27 uni-
versities (84.3%) of the schools that responded as head professors of the department 
of anatomy, 3 universities (9.3%) of technicians, and 2 universities (6.2%) of the dean 
of the medical school. Regarding the need for standards for the anatomical lab, 7 
universities (21.8%) are very necessary, 21 universities (65.6%) are necessary, and 4 
universities (12.5%) are mediocre. Based on this data, the standard for the quality 
improvement and safety of anatomical education should be prep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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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았다[3]. 포르말린은 방부제로써 역할 및 인체의 조직을 고

정시키는 특성으로 시신 방부제로 포괄적인 사용이 이루어지고 있

다[4]. 방부 처리에 사용되고 있는 포르말린, 포름알데히드(formal-
dehyde), 벤젠(benzene), 등 유기 독성물질들은 인체에 유해한 발

암 물질로 알려져 있다[5]. 하지만 포르말린이 사용된 고정시신으

로부터 약물이 증발되면서 인체에 유해한 노출이 발생할 수 있음에

도 불구하고 관련 담당자 및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6].
이전 연구에 의하면 의대생 및 해부 실습 담당자을 대상으로 포

르말린 노출에 따른 독성 영향을 조사했을 때, 특히 호흡기 관련 증

상을 심하게 호소하였다[6]. 이와 같이 실습생 및 관리자는 개인 보

호장비를 착용하고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농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절한 배기시설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안전장비 및 보호구 착

용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있으나 관련한 재원과 지원이 부족한 상황

이다. 따라서 해부 실습실의 안전한 환경의 조성에는 실습실의 환

기시설의 설치와 포르말린을 포함한 유해가스에 대한 정기적인 모

니터링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각 대학마다 해부 실습실의 안전에 

대한 인식 및 보호구 장비의 사용은 상이하고, 해부 실습실 내에 환

기시설과 안전장비 및 보호구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

가 현재까지 없다.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
로 유해인자 및 독성물질과 관련한 시약들을 문서상의 형태로 정리

는 되어 있으나 이와는 별개로 실제 시신의 고정 및 해부 실습과정

에서는 위험물질노출에 대비한 환기시설과 안전장비 및 보호구 등

이 어떻게 사용되고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대상으로 해

부 실습실의 운영실태 및 안전기준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여 해부 

실습실의 안전 및 발전방향에 대해서 모색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해부 실습실의 안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데 있어 실태조사 및 

근거를 마련해주는데 기초자료로써 제공하고자 한다[1].

Materials and methods

본 연구는 2022년에 국내 의과대학 32개(1개 치과대학 및 1개 

한의과대학 포함)의 시신 담당자 대상으로 해부 실습실 안전 관리 

현황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자료 수집은 G사의 온라인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먼저 해부 실습실에 환풍기설치유무, 유해가스 모니터

링 상태, 배기형 해부 테이블 유무와 장단점을 질문하였다. 다음으

로 주입 담당자와 학생들의 보호 장비는 어떤 것이 있는지 조사하

였다. 행정적으로 시신 관리 서류와 실습실 관리책임자, 최근 안전

사고 유무, 실습실 운영에 관련한 안전의 기준안 마련에 대해 설문

하였다.

Results

총 32개의 대학에서 설문조사 응답 결과를 받았다. 해부 실습실

에 환풍기 혹은 후드는 100% 설치되어 있었다. 해부 실습실에 포

르말린과 같은 유해가스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곳은 7개 

대학(21.8%), 비정기적으로 하는 곳은 13개 대학(40.6%), 전혀 하

고 있지 않는 곳은 12개 대학(37.5%)이다(Table 1).
배기형 해부 테이블을 사용하고 있는 곳은 7개 대학(21.8%)이고 

사용하지 않고 있는 곳은 24개 대학(75%), 기타로 응답한 학교는 1
곳(3.1%)이다. 배기형 해부 테이블을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학교

에서 이 테이블의 장점은 유해시약의 노출이 감소하고 시신에서 흘

러나온 방부액이나 체액의 처리가 용이 하다고 응답하였다. 반면에 

단점으로 비용이 비싸고 시신의 건조가 매우 빨리 되어 구조물이 

훼손되기가 쉽다고 응답하였다.

고정액 주입 시 주입 담당자의 보호 장비는 마스크 및 장갑만 사

용하는 학교는 8개 대학(25%), 마스크, 장갑, 보호의류(보호안경, 

안전장화 등)를 착용하는 학교는 23개 대학(71.8%), 기타 1개 대학

(3.1%)이다. 학생 실습 시에 대학에서 학생들을 위해 어떤 보호장

비를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마스크, 장갑 및 보호의류(보호

안경, 실습가운, 모자 등) 17개 대학(53.1%)에서 응답하였고, 마스

크 및 장갑은 3개 대학(9.3%), 기타로 응답한 학교는 2개 대학

(6.3%)이다.

시신 고정일지 혹은 기증관리 서류를 작성하고 보관여부에 대해

서는 긍정응답은 30개 대학(93.8%), 부정 응답은 1개 대학(3.1%), 

기타 1개 대학(3.1%)이다. 해부 실습실 관리감독 책임은 해부학교

실 주임교수로 응답한 학교 27개 대학(84.3%), 해부학교실 기사 3
개 대학(9.3%), 의과대학 학장 혹은 의학전문대학원장 2개 대학

(6.2%)이다.

Table 1. Representative data of online questionnaire

N (%)
Monitor harmful gases
 Regularly 7 (21.9)
 Irregularly 13 (40.6)
 Undone 12 (37.5)
The need of standards for the anatomical lab
 Very necessary 7 (21.9)
 Necessary 21 (65.6)
 Neutral 4 (12.5)
Responsible for standard drafting
 Anatomical associations 14 (43.7)
 Government 7 (21.9)
 Each Department 6 (18.7)
 KIMEE 5 (15.7)

KIMEE, Korean Institute of Medical Education and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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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동안 해부 실습 도중 안전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1–2건이 5개 대학(15.6%), 3–4건이 1개 대학(3.1%), 없

다가 26개 대학(81.2%)이였다. 안전사고는 대부분이 해부용 칼 조

작 미숙이다.

해부 실습실의 운영에 있어 인력과 시설에 대한 기준의 필요성

에 대해서는 매우 필요하다 7개 대학(21.8%), 필요하다 21개 대학

(65.6%), 그저 그렇다 4개 대학(12.5%)이였다(Table). 해부 실습실 

안전기준(안)은 누가 준비해야 되는지는 대한해부학회 및 대한체질

인류학회 14개 대학(43.7%), 정부기관 7개 대학(21.8%), 각 대학의 

해부학교실 6개 대학(18.7%),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과대학 평가

인증단) 5개 대학(15.6%)이다(Table 1). 해부 실습실 안전 기준안이 

만들어질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응답한 학교가 11
개 대학(34.3%), 동참하겠다 19개 대학(59.3%), 그저 그렇다 2개 

대학(6.2%)이다.

Discussion

국내 의과대학에서 해부학은 필수적으로 이수를 해야 하는 과목

이며, 모든 의과대학에서 해부 실습이 진행되고 있다. 학생들이 사

용하고 있는 카데바는 고정처리를 한 시신이며 고정 처리를 하는데 

포르말린,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1급 발암물질에 해당하는 유해한 

화학물질이 시신 담당자 및 학생들에게 불가피하게 노출되어 있

다. 그러나 즉각적으로 몸에 이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보호구 

착용이나 시설 보수 관련해서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며, 꾸준히 문

제 제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

다. 따라서 국내 각 대학의 해부 실습실 안전 관리 현황에 대해 파

악하고, 추후에 개선에 필요한 자료를 구축하고자 본 연구를 진행

하게 되었다.

32개의 모든 의과대학에서 환풍기 또는 후드가 설치가 되어 있

었으나, 유해가스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곳과 배기형 테이블

이 있는 곳은 7개의 학교뿐이다. 이전 연구에 의하면, 해부 실습 시 

학생들의 포름알데히드 노출 정도가 고용노동부의 안전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제적으로 기체를 배기시키는 배기

형 해부 테이블을 사용함으로써 공기의 질은 더욱 향상되었다고 보

고하였다[7]. 하지만 배기형 해부 테이블의 사용이 법적 의무사항

도 아니고, 테이블의 비용이 높아서 사용하고 있는 대학이 많지 않

다. 또한 배기형 테이블의 단점인 빠르게 건조가 되는 부분 등에 대

한 경험이 아직까지 많지 않기에 쉽게 구매를 하지 않을 것으로 생

각된다. 해부 실습 시 포름알데히드의 급성 노출에 의한 폐기능의 

감소, 중추신경 기능의 감소 등 유해물질에 의한 노출에 대한 다양

한 연구 논문들이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으며[8,9], 이에 따라 배기

형 테이블과 같은 장비에 대한 장단점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주입 시에 관리자와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안전 보호구는 대부분 

마스크와 장갑, 일회용 가운인 것으로 응답하였다. 카데바에서 발

생하는 포름알데히드 농도 측정 결과에 관한 논문을 보면 많게는 

0.64 ppm (0.80 mg/m3) 적게는 0.31 ppm (0.39 mg/m3)로 노출되

는데[7], 보건관리지침에 의하면 0.5 ppm (0.75 mg/m3)으로 보호

장갑, 보안경, 방독마스크 착용을 규정하고 있다 [10]. 그러나 많은 

인원의 학생들을 위해 보건관리지침에서 정해놓은 보호구들을 모

두 구입하기 어렵고, 특히 방독면은 호흡을 어렵게 하고 보호안경

은 시야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있어 불편함을 호소하였

다. 이에 규정에 맞는 개인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화학물질에 노출

되는 농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절한 배기시설을 갖추는 것이 필요

하다.

해부 실습실 운영에 있어 안전 기준 안이 지금까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에서 표준화된 기준마련의 필요성에 긍정적인 답변

을 보였다. 아직까지 칼 조작 미숙에 따른 작은 찰과상 정도의 안전

사고만 있었지만, 장기적으로 배기를 비롯한 환경개선이 필요하다

는 것에 많은 참여자들이 동의하였다. 이를 위해 대한해부학회 및 

대한체질인류학회와 같은 해부학교육을 담당하는 학회에서 기준

(안)을 마련해야 하며,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기관과 한국의학

교육평가원(의과대학 평가인증단)과 의견을 나누어야 하겠다. 해부 

교육의 질적 향상 및 안전을 위해서 학회에서 위원회 혹은 학술대

회에서 패널토의 등을 통해 환경 개선을 위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

다. 이러한 노력으로 국내 의과대학에서 해부 실습실의 시설의 질

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학생과 담당자 모두 보다 안전한 환경 

속에서 실습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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