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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FDA(or Agency)는 수술용 파우더 장갑(Powdered Surgeon’s Gloves),

환자 검진용 파우더 장갑(Powdered Patient Examination Gloves)

및 수술용 장갑에 윤활제 역할을 하는 흡수성 파우더가 질환 혹은

상해의 상당한 위험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위험은 라벨 부착

이나 라벨의 변경만으로는 시정 혹은 제거가 되지 않는다고 결정

하였습니다. 따라서 FDA는 이 의료용품의 사용을 금지할 것을 제안

하고 있습니다.

I. 배경

○ FDA는 수술용 파우더 장갑(21 CFR 878.4460), 환자 검진용 파우더

장갑(21 CFR 880.6250) 및 외과 의사용 장갑에 윤활제 역할을 하

는 흡수성 파우더(21 CFR 878.4480)의 사용을 금지할 것을 제안

하고 있습니다. 파우더가 없는 장갑은 이번 금지(조치)에 포함되

지 않습니다. 이 구분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우리는 만약 이 금지

(조치)가 최종 승인이 되면, 이 규제는 오직 파우더가 있는 장갑에

만 적용 된다는 것을 명시하여, 이 의료용품 규제에 대한 설명을

개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에서 논의된 FDA의 결론은

Agency(FDA)에 알려진 모든 사용 가능한 자료와 정보의 평가에

근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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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된 규칙은 파우더가 있는 모든 장갑에 적용 될 것이며 파우

더가 있는 방사선 보호 장갑(powered radiographic protection

gloves)은 예외 입니다. FDA는 금지기준은 이 장갑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결정 하였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현재 시중에 나와 있

는 파우더 가 있는 방사선 보호 장갑(powered radiographic

protection gloves)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안된 금지

(조치)는 파우더가 최종 완제품의 일부분이 되지는 않지만, 제조

과정에서 파우더가 사용되는 파우더가 없는 장갑(non-powdered

gloves)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예시: former-release

powder). 파우더가 없는 장갑 (non-powdered gloves)의 완제품

은 제조 과정으로 인한 미량의 잔량 파우더 이상은 함유하지 않

는 것으로 예측되며, Agency (FDA)는 제조업체가 파우더가 없는

완제품 장갑의 경우, 파우더가 거의 들어있지 않음을 가능한 한

확실히 해 줄 것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2008년 우리 의료용 장갑

사용안내 매뉴얼에서는 ASTM (Association for Testing and

Material)의 D6124테스트 방법에 의해 결정한 바에 따라, 파우더

가 없는 장갑 (non-powdered gloves)의 glove 한 개당 2mg 이하

의 잔량 파우더와 잔해만을 함유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Agency

(FDA)는 이 정도의 양이 파우더의 최대 잔량 수치로 가장 적합

하다고 계속 믿고는 있으나, 만일 더 많은 정보가 이용 가능해지

면 이 양에 대한 재평가도 하게 될 것입니다.

○ 제안된 금지(조치)는 또한 콘돔과 같이 제품 안쪽에 혹은 표면에

파우더가 있는 다른 종류의 의료용품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

다. FDA는 콘돔과 같이 제품 안쪽에 혹은 표면에 파우더가 있는

다른 종류의 의료용품에서는 파우더가 있는 의료용 장갑에서와

동일한 공중보건 위험(public health risk)의 증거는 발견하지 못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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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수술용 파우더 장갑의 역사와 규제

○ 의료용 장갑은 미국에서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보호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의료인들은 의료용 장갑이 감염질환의 전

파, 수술 시 오염물질, 그리고 환자와의 보다 제한된 상호작용 등

으로부터 보호 장벽 역할을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 의료용 장갑에 윤활제 역할을 하여 장갑을 쉽게 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양한 종류의 파우더들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 19세기 말: 의료용 장갑에 윤활제 역할을 하여 장갑을 쉽게 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Lycopodium spores(club moss spores) 또

는 ground pin pollen로 구성된 lubricant powder가 처음으로 사

용되었습니다.

○ 1930년대까지: Lycopodium powder가 상처에 육아종(granulomas)

과 유착형성을 일으킨다고 인식이 되어 비 흡수성 윤활제 파우더

(lubricant powder)인 talcum powder (chemically hydrous

magnesium silicate)로 교체 되었습니다.

○ 1940년대: talcum powder (talc) 또한 수술 후 유착과 육아종 형

성을 일으킨다고 인식이 되었습니다.

○ 1947년: modified cornstarch powder가 흡수성이며 자극이 없는

장갑용 파우더로 소개가 되었으며, 외과 의사용 장갑을 끼는데

윤활제 역할을 했던 talc 을 주로 대신하여 1970년대까지 사용되

었습니다. Cornstarch는 현재까지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흡수성

장갑 파우더입니다.

○ 1980년대: AIDS 전염을 예방하는 것이 공중보건(public health)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질병관리본부 (CDC: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는 HIV 와 다른 혈

액매개 감염원에 노출을 막기 위해 의료관련 종사자들은 적절한

보호 예방책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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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와 의료진 사이의 교차 감염에 대한 고조된 관심사에 대한

대응으로 1989년 1월 13일 관보 (Federal Register)에서는 FDA는

제조업체가 받아들일 수 있을만한 품질의 수준을 제공하기 위해

현재의 특정 의약품제조품질관리기준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요건에서 환자 검진용 장갑에 대한 예외사항을 폐지하였

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FDA는 환자용 검진 장갑에 대한 시판 전

알림 자격요건도 폐지하였습니다.

○ 1990년 12월 12일 FDA는 어떤 외과 의사용 장갑 혹은 환자검진

용 장갑들이 불량품으로 간주되는지 특정 상황조건을 서술하는

규제를 발표 하였습니다.

○ 1997년 FDA는 장갑 파우더에서 나타나는 위험성과 당시 의료용

장갑 시장(market)의 현 상태에 대해 기술한 Medical Glove

Powder Report를 발간하였습니다. 우리는 의학 문헌 (medical

literature)을 통해 당시 내, 외과용 장갑에 사용된 파우더와 관련

한 위험성 혹은 이상반응에 대한 임상적 그리고 실험적 데이터를

검토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의 MedWatch database에 있는 파우

더가 있는 장갑(powered glove)의 사용과 관련하여 보고된 이상

반응 정보도 검토 하였습니다. 그밖에 Agency(FDA)는 당시 사용

하던 의학용 장갑에 대한 자료(source)로, 장갑의 수와 종류, 종류

별 장갑의 가격 등 상업적 정보들도 검토 하였습니다.

○ FDA는 장갑에 쓰이는 파우더가 염증과 육아종을 일으키며,

natural rubber latex (NRL)장갑에 분무형태로 뿌려진 장갑 파우

더가 알러지를 유발하는 단백질을 수반하여 이것이 잠재적으로

호흡기 알러지 반응을 초래 할 수 있음을 발견 하였습니다.

○ Agency (FDA)는 1997년 활용 가능한 총 정보에 근거하여 장갑

에 쓰이는 파우더에서 보여지는 특정한 건강위험을 인지하고 있

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 금지를 시작하지는 않기로 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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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염소화처리 소독법(chlorination)의 사용은 NRL 표면에 윤

활제 역할을 하는 파우더를 대체할 가장 흔한 대체품 이였습니

다. 하지만 염소화처리 소독법 과정이 장갑에 물리적인 손상을

초래하고, 만약 장갑이 제대로 염소화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외과적 특성에 변화를 가져온다고 인지가 되었습니다.

○ 장갑에 윤활제 역할을 하는 파우더를 대신하기 위해 Polymer 코

팅이 개발 되었으나, 비싼 비용의 문제로 당시 널리 사용되지는

못 하였습니다. 그 보고서는 1997년에 파우더 처리된 장갑을 금

지조치 하는 것은 의료용 장갑 판매의 부족을 초래하며, 이는 곧

질이 낮은 장갑의 생산과 함께 즉시 사용 할 수 있는 적합한 대

체품의 부족으로 인한 미국 의료관련 비용의 증가를 초래하게 된

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B. 시민 탄원서 (진정서)

○ FDA는 장갑 파우더의 사용에 관해 시민들의 다양한 탄원서

(진정서)를 받았습니다.

P 15176

C. 금지범위

○ FDA는 다음과 같은 의료용품의 금지를 제안(propose)합니다: (1)

수술용 파우더 장갑 (21 CFR 878.4460), (2) 환자 검진용 파우더

장갑 (21 CFR 880.6250), 그리고 (3) 수술용 장갑에 윤활제 역할

을 하는 흡수성 파우더 (21 CFR 878.4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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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법적기준

○ FDA는 활용 가능한 데이터와 정보를 근간으로 의료용 장갑의 사

용이 비합리적이며 상당한 질환이나 상해의 위험이 있고, 이것이

라벨부착 혹은 라벨의 변경으로 시정 혹은 제거가 되지 않음을 확

인하게 되면, 언제든지 의료용 장갑 사용에 대한 금지조치에 대한

진행을 개시 할 수도 있습니다.

II. 의료용 장갑 파우더에 대한 데이터 및 정보 평가 

○ FDA가 1997년 의료용 장갑 파우더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 한 이

래 정보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가능해져, 파우더가 있는 외과 의

사용 장갑, 파우더가 있는 환자 검진용 장갑, 그리고 외과 의사용

장갑에 윤활제 역할을 하는 흡수성 파우더의 사용이 금지 되어야

한다는 FDA 의 결론을 뒷받침합니다.

P 15177

○ FDA는 의료관련 종사자를 포함하여, 환자의 NRL 알러지 유발

요인에 대한 민감도, 복막의 유착과 같은 합병증, 그리고 장갑에

쓰이는 파우더에 대한 염증반응과 같이 반드시 수술과 직결되지

는 않는 이상반응 등, 파우더가 있는 장갑으로 인해 초래되는 위

험도는 이 의료용품이 환자에게 가져오는 장점보다 훨씬 크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 제안된 규칙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결론을 도출 해 내는데 있

어 FDA는 다수의 자료들(multiple source)을 통해 근거(evidence)

를 고려하였습니다. FDA는 과학적, 임상적 문헌참고와 함께 장갑

의 사용으로 인해 보고된 이상반응의 분석, 장갑의 시장성 분석

등과 함께 의료용 장갑에 대한 1997년 보고서를 다시 검토하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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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그밖에 관련성이 있는 과학문헌과 1992년에서 2014년 까지

의료용 장갑의 사용으로 초래된 이상반응에 대한 보다 동시대적

인 분석을 시행 하였으며, 의료용 장갑의 사용에 대해 종류별로

새로운 시장성 데이터를 취득 하였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와 관

련한 시민들의 탄원서 안에 들어있는 정보와 탄원서에 대한 코멘

트도 검토 하였습니다. 더욱이 Agency (FDA)는 미국 정부

Agencies, 미국 의료기관, 그리고 파우더가 있는 natural rubber

latex 장갑에 대해 염려하는 외국정부들의 공식 발표와 행동조치

(the public statement and actions) 에 대한 검토도 시행하였습니

다.

A. FDA가 사용 금지를 제안하는 의료용 장갑의 장점 요약

○ FDA 는 파우더가 있는 장갑의 사용으로 얻어지는 장점은 오직

장갑을 끼고 벗기에 큰 편리함과 함께 장갑들이 묶음으로 같이

있을 때 들러붙는 것은 줄여주는 것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B. FDA가 사용 금지를 제안하는 의료용 장갑의 위험성 요약

1. 외과 의사용 장갑에 윤활제 역할을 하는 흡수성 파우더의 위험성

○ Absorbable Dusting Powder 또는 ADP로 지칭이 되는 파우더는

급성의 중증 기도 감염, 육아종, 유착을 일으킨다고 증명이 되었

습니다. 이러한 위험성은 장갑이 파우더로 매끄러워지기 이전에

나타납니다. 그 후 장갑에 윤활제 처리 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

파우더의 입자는 인체에 해로운 오염물질을 흡수 할 수도 있습니

다. 앞서 언급이 되었듯이, 장갑 파우더로 인해 나타나는 위험도

는 어떤 장갑이 사용 되었는지에 따라 매우 다릅니다. NRL 장갑

에 사용이 되었을 경우에는 파우더가 라텍스 알러지성 항원 단백

질에 부착이 되어 분무가 되고 흡입이 되면, 염증성 반응, 과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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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 그리고 알러지성 반응들을 포함하여 환자에게 심각한 위험

을 나타냅니다(powered NRL gloves 위험도 내용 참고 하세요).

또한 라텍스에 민감한 개개인은 라텍스 알러지성 항원 단백질이

파우더에 들러붙었을 때에 피부가 노출이 되면 피부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파우더로 인한 결과들은 환자 혹은 의료관

련 종사자가 더 이상 파우더와 접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지

속 될 수 있습니다. 알러지 반응, 육아종, 유착형성과 같은 위험

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으며, 파우더에 노출 된 후에 파우더를

제거해도 완화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파우더가 있는 Natural Rubber Latex 장갑의 위험도

○ 장갑에 쓰이는 파우더 (glove powder)가 의료관련 종사자와 동물

에게 있어 NRL에 대한 알러지 혹은 염증성 반응으로 인해 손상

된 호흡기 기능을 촉진 한다는 것이 임상과 실험실 연구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 라텍스에 민감한 의료관련 종사자가 과량의 파우더를 흡입하게

되면 알러지 반응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라텍스에

대한 민감함과 그에 따른 알러지 반응 또한 NRL단백질을 수반하

는 분무된 파우더에 노출로 인해 초래됩니다. 알러지 반응은 천

식, 알러지성 비염, 각막염, 그리고 호흡곤란 등을 포함합니다. 대

다수의 연구들은 파우더가 없는 저 용량의 NRL단백질 (low

NRL protein powder-free glove)사용이 의료관련 종사자들의 직

업 환경에서 초래되는 천식 (occupational asthma)과 NRL에 대

한 개개인의 알러지 반응으로의 발전을 확연히 줄여준다고 제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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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우더가 있는 합성 (Synthetic) 외과의사용 장갑의 위험도

○ 파우더가 있는 합성 외과의사용 장갑이 latex를 수반하는 분무성

파우더에서 기인하는 알러지 반응의 위험은 나타내지 않지만, 합성

외과의사용 장갑의 사용은 개개인이 기도 감염을 야기 할 수 있

는 파우더의 흡입으로의 노출 위험성은 여전히 보이고 있습니다.

○ 최근 연구들은 cornstarch glove powder 가 실험적 동물 모델에

서뿐만 아니라, 환자의 노출된 조직에서도 복막의 유착형성과 육

아종성 반응을 초래하여 결국 환자에게는 상해를 가져온다는 것

을 증명 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파우더가 상처 치유의

합병증을 초래하는 상처의 염증작용을 촉진시키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4. 파우더 처리가 된 합성 (Synthetic) 환자 검진용 장갑의 위험도

○ 환자 검진용 장갑에 있는 파우더가 수술 중에 환자의 내부 장기

로 노출 되지는 않는다고 하여도, 이러한 장갑들도 여전히 상당

한 질환이나 손상의 위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강,

여성의 질, 여성의 부인과적, 그리고 직장 검진 등과 같은 검진과

정이 이루어질 때에는 인체 내부조직에 노출이 되기 때문입니다.

파우더는 여성의 부인과 검사 중에 여성의 생식기관 안으로 들어

갈 수 있으며 (introduced), 이것이 여성의 생식기계에 합병증을

초래 할 수도 있습니다.

○ 이 장갑을 착용하는 사람이 내시경검사 혹은 수술 후 외과적 상

처를 치료 할 때처럼 의료기기를 다룰 때, 장갑에서 환자의 인체

내부로 파우더의 이동을 촉진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합성

환자 검진용 장갑은 육아종, 유착형성, 합병증 초래등과 같이 합

성 외과 의사용 장갑에서와 유사한 위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합성 외과 의사용 장갑과 파우더가 있는 검진용 장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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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NRL을 수반하지는 않는다고 하여도, 파우더 흡입의 위험에

근접한 정도로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P 15178

C. State of the Art (최신식/최첨단 기술)

 ○ FDA는 최신 기술 (예시: 의료용 보호 장갑을 위한 최신식 기술과

과학지식, 그리고 현대의술)에 비추어 수술용 파우더 장갑 (Powdered

Surgeon’s Gloves), 환자 검진용 파우더 장갑 (Powdered Patient

Examination Gloves) 및 수술용 장갑에 윤활제 역할을 하는 흡수성

파우더의 위험도에 대한 타당성을 고려했습니다.(ref. 44 FR 29214;

May 18, 1979).

○ 파우더가 있는 장갑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수반하지 않는 대체용

장갑이 이미 사용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는 파우더가

있는 장갑은 이제 최첨단 기술에 뒤처진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 이러한 결론은 의료업계가 파우더가 없는 대체용 장갑으로 전향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시장경향(market trend)과 함께, 파우더가

있는 장갑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특정 규제 독립체

(regulatory entities)와 전문기관(professional organizations)의 조치

로 설명이 됩니다.

○ 1998년 이후 의료용 장갑 제조업체들은 NRL, polyvinyl chloride,

nitrile 그리고 neoprene을 포함한 다양한 재질로 이루어진 여러

종류의 파우더가 없는 장갑을 개발 하였습니다.

○ 파우더가 없는 환자 검진용 장갑과 파우더가 없는 수술용 장갑

모두 현재 시판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대체용 장갑은 파우더가

있는 장갑과 비슷한 가격에 이용 가능합니다. 의료업계와 장갑

사용자 모두 파우더가 있는 장갑의 사용을 멀리하는 변화를 보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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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는 파우더가 없는 대체용 장갑의 제조 증가 및 장갑의 사

용 증가를 가져왔습니다.

○ 2000-2008년까지 의료용 장갑의 연간 매출액에서 파우더가 없는

수술용 장갑과 환자 검진용 장갑 판매의 지속적인 증가를 보여주

었고, 최근 연간 장갑판매 매출 예상(projections)에서는 적어도

의료인의 93%가 파우더가 없는 장갑의 사용으로 전환하였음을

보여주었습니다.

○ 의료업계 환경에서 파우더가 있는 장갑 사용의 제거로 인한 효과

를 검사한 연구들은 이 의료용품의 지속적인 사용 제거는 장갑

파우더와 관련된 다양한 이상반응의 감소를 가져왔음을 보여주었

습니다.

○ 이러한 모든 요소들을 검사한 결과를 토대로 FDA는 의료업계에

서의 최첨단 기술(예시: 최신식의 기술과학지식과 현대의술)은 파우

더가 있는 장갑의 사용을 뛰어 넘었다고 결정 하였습니다.

D. 학술적 문헌검토

○ 이러한 위험성으로의 노출은 추후 천식, 알러지성 비염, 각막염

그리고 호흡곤란을 포함한 호흡기계 알러지 반응에 방아쇠 역할

을 합니다. 또한 앞에서 논의 되었듯이, 의료인의 파우더가 있는

장갑의 사용은 환자를 육아종 형성(granuloma formation)의 위험

노출 시키고, 환자가 수술 중 또는 다른 침습적인 시술의 경우에

는 복막과 다른 조직의 유착 형성 등 환자를 특정 위험에 노출

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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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15182

E. 다른 규제 독립체와 전문기관의 실행방침

 ○ 아래에 나열된 전문기관들 (Professional Organizations)은 모두

파우더가 있는 NRL 장갑의 사용을 금지한다는 성명을 발표 하였

습니다.

1. 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NIOSH)

2. American Academy of Allergy, Asthma, and Immunology

(ACAAI)

3. American College of Surgeons (ACS)

4. American Nurses Association

○ 더욱이, 존스 홉킨스병원, 9개 병원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클

리브랜드 클리닉의 보건의료 시스템을 포함하여, 버지니아 대학

병원 보건의료 시스템은 모두 그들의 병원 내에서 파우더가 있는

NRL장갑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 1998년도 병원에 근무하는 직원의 감염관리를 위한 질병관리본부

(CDC)의 1998년 기준지침서에서는 보건의료분야 직장 내에서의

NRL민감도에 대한 문제를 발표 하였으며, 직장 내에서 NRL장갑

이 대체용품으로 바뀌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에는 NRL에 대한 알

러지 반응을 줄이기 위해 파우더를 물로 씻어내는 것과 같은 중

재법 보다는, 파우더가 없는 NRL(Natural rubber latex)장갑을 사

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 이라고 권고 하였습니다.

○ 2008년 영국 (UK)의 (1) NHS (National Health Service),

(2) Occupational Health Clinical Effectiveness unit 그리고 (3)

Royal College of Surgeons은 라텍스 알러지 관리에 대해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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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양상에 대한 근거중심의 사용지침을 발표 하였으며, 여기에

는 특정한 위험요소에 대항하기 위해 NRL장갑의 사용이 가장

적합하다고 NHS 고용주가 결정을 했을 때에는, 파우더가 없는

저용량의 NRL 단백질로 된 장갑을 선택해야 한다는 권고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 2011년 파우더가 있는 장갑 사용의 위험성 및 장점과 관련된 정

보에 대한 FDA의 요청에 대해, APIC (Association of

Professionals in Infection Control and Epidemiology)는 보건의

료에 있어 파우더가 없는 수술용 장갑의 사용을 지지한다고 명

시한 회신을 주었습니다.

○ 또한 APIC는 파우더가 있는 장갑은 NRL항원에 대한 민감성의

위험을 증가 시킨다는 ACS (American College of Surgeons)와

AORN (Association of Perioperative Registered Nurses)의 입장

에 동의 한다고 명시 하였습니다. APIC 는 또한 외과적 수술부

위의 감염 위험에 있어 장갑 파우더의 역할에 대한 증거는 아주

많지 않다(limited)고 하였습니다.

F. 의료용 장갑에 대해 FDA에 보고된 의료기기 이상사례 분석

○ 우리는 2015년 9월 30일까지 MAUDE (Manufacturer and User

Facility Device Experience)의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분류하고, 모

든 의료용 장갑에 대해 보고된 이상사례의 수를 분석하기 위해

자료를 조사 하였습니다. 염증과 육아종 으로 확인한 몇 몇 사례

를 포함하여 총 3,780건의 보고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1999년 이

래 의료용 장갑에 대해 보고된 이상사례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

하였으며, 2003년 이후로 보고된 이상사례는 지속적으로 점점 감

소하여 매 년 100건 미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FDA는 이러한

감소는 파우더가 있는 장갑의 위험성이 잘 알려지고, 이는 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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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가 없는 적합한 대체 장갑의 개발로 시장에서 널리 사용 될 수

있도록 한 덕분 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 VIII의 “Economic Analysis of Impact,” 에서 논의가 되었듯이,

수술용 파우더 장갑의 사용은 줄어들고 있음이 시장분석에서 명

확히 보여 주고는 있지만, 질병이나 상해의 위험이 나타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개인들과 기관에서는 여전히 사용하고 있

습니다. FDA가 의료용 장갑 사용의 금지를 개시하기로 한 이유

중 한 가지는 의료관련 종사자, 환자, 그리고 다른 개개인들이

장갑 파우더에 접촉을 하여 불필요하게 위험에 노출이 되기 때

문입니다.

P 15183

III. FDA가 절차를 착수하게 된 이유: 파우더가 있는 장갑이 비합

리적이고 상당한 질환의 위험을 나타낸다는 결정

○ FD&C Act 1.D 516 (a) 부분에서 저희는 파우더가 있는 장갑이

비합리적이고 상당한 질환과 부상의 위험을 나타낸다는 결정을

포함하여, 파우더가 있는 장갑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절차를

착수하게 된 이유를 기술 하였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 위

해서 저희는 이 장갑의 접촉으로 인해 나타나는 장점 및 위험성

을 분석 하여, 이 비교된 장점 및 위험성을 다른 비슷한 대체용

품들에서 나타나는 장점 및 위험성과 비교 하였습니다.

○ Section II 에서 설명 되었듯이, 파우더가 있는 장갑으로 인해 나

타나는 위험성의 정도와 종류는 장갑의 구성요소 및 사용목적에

따라 매우 다양합니다. 어떤 장갑은 다른 장갑에 비해 위험성이

적게 보여 지는 반면, 우리는 이 의료용품 (device)의 지속적인

판매(marketing)로 인해 얻어지는 명목상의 공중보건의 장점과

관련하여 대중들이 그런 위험으로의 노출은 상당하다고 결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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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렸습니다.

○ 게다가, 파우더가 있는 장갑에서 보여 지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

지 않은 적합한 대체품이 이미 손쉽게 사용 가능한 최근 시장에

서, 이러한 위험성에 노출 되는 것이 비합리적이라고 하는 것은

FDA의 입장입니다.

○ ADP (Absorbable Dusting Powder) 흡입으로 인한 급성중증 기

도 감염의 위험성은 모든 종류의 파우더 처리된 장갑과 흡수성

파우더에서 보여 지는 위험으로, 이는 중요한, 그리고 장갑을 끼

고 벗기에 큰 편리함과 들러붙는 것 감소 등의 아주 작은 잠재적

장점에 관해서는 의미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 이러한 위험성을 최신식으로 급성중증 기도 감염의 위험성이 없

는 파우더 처리가 안 된 장갑과 비교 해 볼 때, FDA는 이러한

위험성이 상당하고 비합리적이라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 염증성 반응의 위험, 과민성 반응, 그리고 천식, 알러지성 비염,

각막염, 호흡곤란을 포함한 알러지 반응 등은 모든 파우더 처리

된 라텍스 장갑에서 나타나는 위험성 입니다. FDA는 이러한 위

험성은 장갑을 끼고 벗기에 큰 편리함 및 들러붙는 것 감소의 아

주 작은 잠재적 장점에 반해 중요하고 상당히 의미가 있는 위험

성이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신식으로 파우더 처리가 안 된

대체용 장갑은 염증성 반응의 위험, 과민성 반응, 그리고 알러지

반응 등을 나타내지 않는 것과 관련하여, 우리는 이러한 위험성

은 상당하고 비합리적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 육아종과 유착형성의 위험성이 파우더가 없는 라텍스 혹은 합성

외과의사용 장갑과 환자 검진용 장갑의 사용 등으로 인해 인체

내부조직으로의 노출을 통해 환자 및 의료관련 종사자들에게 나

타났습니다. FDA는 이러한 위험성은 장갑을 끼고 벗기에 큰 편

리함 및 들러붙는 것 감소의 아주 작은 잠재적 장점에 반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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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위험성이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신식의 파우더가 없는 대체용 장갑이 육아종과 유착형성의 위

험성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과 관련하여, 우리는 이러한 위험이

상당하고 비합리적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P 15184

○ 환자들은 의료진이 그들을 치료하기 위하여 어떤 종류의 장갑을

끼었는지 종종 모르지만 이러한 장갑들에 대한 잠재적 위험에는

여전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 장갑 파우더의 포괄적인 위험 구역(Zone)은 장갑의 착용에 대해

전혀 알 지 못하는 또는 전혀 관련이 없는 다른 의료관련 종사자

도 포함합니다.

○ 우리는 이러한 장점들 (장갑을 끼고 벗기에 편안함과 들러붙는

것의 감소)은 명목상에 불과하며, 이러한 파우더가 있는 장갑의

지속적인 판매로 제기되는 위험도는 위험이 전혀 없는 최신식의

대체품이 현 시장(market)에서 이미 사용 가능하도록 존재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험성이 장점보다 훨씬 크다고 결론을 내렸

습니다. 이러한 근거를 토대로 봤을 때, FDA는 파우더 장갑의

사용을 금하는 기준은 이러한 근거에 부합하고, 이는 금지를 위

한 제안을 발표하기에 적합하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IV. 라벨 부착 혹은 라벨변경이 위험성을 시정하거나 제거 할 수 

없다는 FDA의 결정

○ FDA는 수술용 파우더 장갑, 환자 검진용 파우더 장갑, 수술용 장

갑에 윤활제 역할을 하는 흡수성 파우더는 비합리적이고 사람들에

게 질환 혹은 상당한 상해의 위험을 나타내고, 이러한 의료용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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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사용으로 인한 질환 혹은 상해의 위험은 라벨의 변경으

로는 시정할 수 없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FDA는 금지조치는 장

갑 파우더로 인해 나타나는 위험을 표출하는 적절한 규제접근 이

라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라벨부착이나 주의경고로는 이 의료용품

의 사용으로 인한 위험을 완화할 수 없습니다.

○ 앞서 논의 되었듯이, 파우더가 있는 장갑은 파우더가 없는 장갑과

비교하여 분무(aerosols)와 흡입을 통해 라텍스 알러지 유발 항원

과 (latex allergen) 같은 파우더의 확산 및 파우더로 전파되는 오

염물질 (powder-transported contaminants)과 관련하여, 또는 상

처, 구강, 여성의 질, 그리고 직장조직 등의 직, 간접적인 접촉과

관련하여 건강에 대한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라벨부착이 이러한 위험에 대한 인식을 높여 줄 수 있음에도 불구

하고, 이것으로 파우더의 확산, 혹은 파우더로 전파되는 오염물질

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라벨 부착이 위험을 효과적으로 완화시

켜 줄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 더욱이, 이 의료용품의 중요한 측면은 의료용 장갑을 끼기로 혹은

사용하기로 결정한 개인 이외의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환자는 흔히 그들을 치료하는 의

료진이 끼는 장갑의 종류는 알지 못하지만, 잠재적 위험에는 여전

히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 FDA는 장갑 파우더의 장점과 위험성을 평가하는 동안 의료용 장

갑 파우더로 인한 사용자의 잠재적인 건강의 위험성에 대해 경계

심을 일깨워 주기위해 일반적인 자발적 주의경고(warning)를 제안

하였습니다.

○ 이러한 평가를 촉진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 초안에 대한 안내문서

(guidance document)를 발표함과 동시에, 파우더 장갑의 장점과

위험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요청하는 통지를 관보 (Fed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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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ster)에 발표 하였습니다.

○ 최근 들어 파우더가 있는 장갑의 사용이 줄어들고 있다고는 해도

이 장갑의 사용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고, 환자와 의료관련 종

사자들은 여전히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사항이 적혀

있는 라벨을 읽을 기회가 없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파우더의 영향

력 때문에 잠재적인 위험에 노출이 되는 사람들에게 있어 이러한

라벨은 정보를 전달하기에는 비효과적 일 것입니다.

○ 따라서 파우더가 있는 장갑의 사용이 줄어들고 있고 기존의 라벨

부착을 통한 주의경고 전달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FDA는 라벨부

착이나 주의경고가 이 의료용품으로 인한 위험성을 경감시켜 줄

수는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 이러한 근거를 토대로, 모든 이용 가능한 데이터와 정보를 고려

하여 FDA는 장갑 파우더로 인한 위험성을 알리고 이의 사용을

법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결정 하였습니다.

V. FDA의 금지 적용의 결정-이미 상업적으로 유통이 되고 있는 

의료용품, 사용자에게 이미 판매된 의료용품, 그리고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이유

 ○ 현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파우더 장갑은 이번 금지규제의 주체

가 될 것이며, section FD&C Act 501 (g)하에 불량품은 집행조치

의 주체가 될 것입니다.

○ 사용 적합한 대체품이 이미 현 시장에 있으며, 파우더가 있는 장

갑 사용의 지속적인 감소를 보이고 있는 현 시장의 경향으로 보

아, 현재 남아있는 파우더가 있는 장갑의 사용자들도 파우더가

있는 장갑이 초래하는 위험성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동

일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대체품의 사용으로 빠르게 전환하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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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 더욱이, 파우더가 있는 장갑 사용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해 이미

유통 중에 있는 파우더가 있는 장갑의 위험에 노출이 될 사람을

포함하여, 최다수의 사람들이 이 금지 규제로 인해 이득을 얻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러한 이유로 인해 FDA는 이미 상업적으로 유통 되고 있는 파

우더가 있는 장갑과 장갑용 파우더에 이 금지규제를 적용해야 한

다고 결정 하였습니다.

P 15185

VI. Legal Authority (법적규제)

○ 이 제안된 규제가 최종 확정되면 §§ 878.4460 (파우더가 없는 수

술용 장갑), 878.4480 (제거됨), 880.6250 (파우더가 없는 환자 검

진용 장갑), 895.102 (파우더가 있는 수술용 장갑), 895.103 (파우

더가 있는 환자 검진용 장갑), 그리고 895.104 (수술용 장갑에 윤

활제 역할을 하는 흡수성 파우더)도 개정 할 것입니다.

VII. Environmental Impact (환경에 미치는 영향)

○ FDA는 이 제안된 규제와 가능한 대안 행동방침이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에 대해 주의 깊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

로써 사용하지 않은 수술용 파우더 장갑, 환자 검진용 파우더 장갑

및 외과 의사용 장갑에 윤활제 역할을 하는 흡수성 파우더의 폐

기처분의 결과가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해 주력하고 있으며, 이

규제가 최종 확정된 뒤 처리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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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반적으로, 현재 상업적으로 유통되는 수술용 파우더 장갑, 환자

검진용 파우더 장갑 및 외과 의사용 장갑에 윤활제 역할을 하는

흡수성 파우더의 제한된 숫자를 고려 해 볼 때, 제안된 금지에

대한 행동조치는 쓰레기 매립장, 고형물질 폐기시설 그리고 이것

의 영향을 받은 지역사회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VIII. Economic Analysis of Impacts (영향에 대한 경제 분석)

 □ 요약

 ○ 이 제안된 규제가 최종 확정되면, 수술용 파우더 장갑, 환자 검진

용 파우더 장갑 및 외과 의사용 장갑에 윤활제 역할을 하는 흡수

성 파우더의 판매가 금지 될 것입니다.

○ 이 규제는 파우더가 있는 방사선 장갑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과

거에는 파우더가 있는 장갑은 장갑을 끼고 벗기 쉽도록 하기 위

해 인기가 있는 방법 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이러한

파우더가 의료관련 종사자들에게 불필요한 위험성을 초래한다고

보여주었습니다.

 ○ 파우더가 있는 장갑을 금지(조치)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예측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파우더

가 없는 장갑이 파우더가 있는 장갑처럼 끼기 편하고 적당한 가

격 의 수준으로 개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 이 제안된 규제를 수용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순이익

(net benefit: estimated benefits minus estimated costs)(예측된

이익-예측된 비용)을 창출 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금지조치는

파우더가 있는 장갑의 사용에 따른 이상반응을 감소시켜 줄 것

으로 예측이 됩니다. 총 연간 이득은 2650만 달러에서 2930만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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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26.6 million-$29.3 million)사이로 예측이 됩니다.

IX. Proposed Effective Date (제안된 규제 발효일)

○ FDA는 이 제안된 규정에 근거하여 최종 규제가 관보(Federal

Register)에 실린 날로부터 30일 이후 유효성을 발휘하게 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 FDA는 이 제안에 근거하여 영향을 받는 의료용품의 제조업체들

은 최종 규제가 발효 된 이후에 어떤 새로운 제품도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 일단, 이 규제가 최종 확정되면 수술용 파우더 장갑, 환자 검진 용

파우더 장갑 및 외과 의사용 장갑에 윤활제 역할을 하는 흡수성

파우더는 판매시장에서 최종 규제에 기재된 유효일 까지 반드시

제거 되어야 하거나, 또는 그 의료용품들은 불량품으로 간주 될

것입니다. FD&C Act 501(g)부분에서는 만일 의료기기가 법적으

로 사용 금지된 경우 그 기기는 불량품으로 간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