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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ed to determine the feasibility of survey questionnaires for pesticide poisoning. We conducted a pilot

study to develop a questionnaire for evaluating pesticide poisoning symptoms and to examine the validity of self-

reported information for individual pesticides used. In December 2010 we interviewed 20 farmers with self-reported

pesticide poisoning histories residing in Gyeonggi Province. For validity of pesticide information, the purchased pes-

ticide lists from the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 were compared with individual self-reported pesticides used.

Neurological symptoms were the most common among clinical symptoms related to pesticide poisoning, followed by

gastrointestinal, dermal and eye symptoms. Insecticides were the main causative pesticide class for poisoning. Twenty

one major symptoms were selected for screening for acute pesticide poisoning in a field study based on the pilot results

and literature reviews. Substantial under-reporting was found in data on self-reported individual pesticides used (9.2%),

as well as low accuracy (36%) compared with their actual purchase lists. In this pilot study, we suggest the selected

symptom lists may apply to a field survey of pesticide poisoning. However, the self-reported information on individual

pesticides may not be valid and alternative methods need to be develo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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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전 세계적으로 농업인들에서 농약 노출로 인한 중독

은 중요한 보건학적 문제로 알려져 있다.1) 국내 여러

연구들에서도 우리나라 농업인들이 작업 중 경험한 농

약 중독 증상의 유병률을 조사하여 보고한 바 있으나

그 값의 범위가 5.7-86.7%로 매우 광범위하였다.2) 따라

서 대표성 있는 농약 중독 발생률을 산출하는 것이 중

요한 과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 농약 중독을 역학

조사시 일관되게 정의하는 방법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

하다.

기존에 농약 중독을 정의하기 위한 방법들로서 사망

자료 및 입원자료에서 국제질병사인분류(ICD-10)의 농

약 중독 코드(T60.0-T60.9)를 활용하거나 혈액에서 아

세틸콜린활성도를 검사하고 있다. 그러나 사망자료나

병원 입원자료의 경우 주로 자살 목적으로 농약을 복

용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농약 중독 중 상대적으로 중

증인 경우만이 포함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3) 또한 혈

액에서의 아세틸콜린활성도 검사는 주로 유기인계와 카

바메이트계 농약에만 적용될 수 있고 농약 외 다른 임

상 상황에서도 증가될 수 있는 단점이 있어4) 현실적으

로 역학연구에 적용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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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 연구들에서 농약 중독에 있어서 자가보고에 의한

증상 및 증후를 진단기준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가장 많

이 활용되고 있다.5-12) 이 방법은 특히 병의원 치료 이

전 단계의 경미한 농약 중독자를 선별하거나,8,9) 직업성

농약 중독의 발생 규모를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유

용하게 활용되고 있다.13) 최근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광

범위한 문헌고찰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증상 및 증후

의 자가보고를 이용하여 농약 중독을 정의 내릴 수 있

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으며,14) 니카라구아에서는 독자

적인 증상과 증후를 기준으로 직업성 농약 중독에 대

한 대표성 있는 발생률을 산출하기도 하였다.6)

그러나 농약 중독에 의한 증상은 두통, 어지러움, 구

토, 설사와 같이 대게 주관적이고 비특이적이어서 객관

적으로 검증하기는 쉽지 않다.15) 또한 기존에 수행된

연구들에 의하면 조사 대상자들마다 농약 노출 이후에

호소하는 증상의 종류와 횟수에 차이를 보이고 있어,16)

국외 연구에서의 증상을 우리나라 농업인에게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많은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농

업인들이 농약 중독 후 나타나는 증상들을 조사하고 외

국연구와 비교함으로서 주요 임상 증상들을 제안하는

것은 향후 우리나라에서 농약 중독에 대한 역학연구를

위해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농약 노출로 인한 건강 영향 연구를 위해서 농

약 노출 평가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농약에 대한 연구

가 점차 전체 농약 사용여부 보다는 개별 농약에 의한

건강영향을 파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17) 개별

농약 사용에 대한 파악은 매우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

다. 그러나 농사 경력과 전체 농약 사용여부에 대한 정

보는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파악될 수 있으나 개별 농

약 사용에 대한 정보는 파악하기 어렵다. 최근 국내 연

구에서도 전체 농약 사용에 대한 설문정보는 역학적으

로 사용할만한 신뢰도를 가지나 개별 농약 정보에 대

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신뢰도가 보고된 바 있다.18)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농약 사용 정보에 대한

타당도 조사는 보고된 적이 없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직업적 농약 노출로 인한 주요

중독증상들을 파악하고 농업인들이 자가 보고하는 개

별 농약 사용 정보들의 정확도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

시하여 향후 농약중독에 대한 역학조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경기도 포천지역 내 20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2010년 12월 7일과 21일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농

약 중독 발생시 주로 호소하는 증상을 파악하기 위하

여 지역 내 농업기술센터 지도사의 도움을 통해 연구

대상자들은 농약 살포와 관련하여 중독 증상을 경험한

적이 있는 농업인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하였다. 설문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자들이 직접 일대일 면접조사를

통해 실시하였다.

2. 조사 내용 및 방법

농약중독은 지난 1년간 농약에 노출된 이후 24시간

이내에 농약 중독증상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를 조사하

였다. 농약 중독증상은 최근 국내외 문헌고찰을 통하여

기존 연구에 사용되었던 임상증상들을 정리하여 총

62가지의 항목을 조사하였다.13,19) 즉 피부증상(9개), 눈

증상(10개), 소화기 증상(11개), 호흡기 증상(6개), 심혈

관계 증상(3개), 신경계 증상(16개), 근골격계 증상

(4개), 비뇨기계 증상(3개) 등 8가지 장기별 증상으로

구성하였다. 응답은 각 증상별로 ‘예/아니오’로 답하도

록 하였으며 증상을 유발한 것으로 생각되는 농약의 상

품명을 함께 조사하였다. 

또한 향후 농약 중독과 관련된 역학연구에 활용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 조사된 62가지 증상 중에서 주로

호소하였던 증상들과 국내외 문헌에서 자주 보고 되었

던 증상들을 근거로 농약 중독과 관련된 주요 임상증

상들을 선정하여 제시하였다.

농약 사용과 관련된 항목들은 최근 저자들이 신뢰

도 조사시 사용하였던 설문 항목들을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18) 즉 농약 살포 여부, 전업농 여부, 농약

살포 년수, 연간 농약 살포 일수, 하루 평균 살포 시

간, 재배 작목 종류와 크기, 살포한 개별 농약 상품

명 등이 포함되었다. 개별 농약 상품명 항목은 개방

형으로 지난 1년간 사용한 농약을 모두 기입하도록

하였다.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한 일부 항목들에 대해서 연구

대상자들과 수년간 활동을 같이 하고 있는 지역 농촌

지도사에 의해서 면접 직후 각 항목들에 대해 타당도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에 포함된 문항은 전업농 여부

와 재배 작목형태 및 크기 등이며 평가방식은 정답/오

답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연구 대상자들의 지난

1년간 농약 구입 목록을 농협을 통해 확보하여 설문조

사에서 자가 보고된 농약 목록과 비교하였다. 실제 구

입한 농약 중에서 자가 보고된 농약의 분율을 정보의

민감도로, 자가 보고한 농약 중에서 구입 목록에 포함

되어 있는 농약의 분율을 양성예측도로 정의하여 산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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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결과

조사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53.9세로 50대가 45%였

으며, 성별 분포는 남자가 95%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Table 1).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65%였으며, 대부분

이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었다. 지난 한해 동안 가구원

의 총 소득은 2000만원 이하가 35%, 2000-4000만원이

35%, 4000만원 이상이 30%로 고루 분포하였다. 주로

많이 재배하는 작물로는 벼, 고추, 배추, 콩으로 각각

65%, 35%, 15%, 15%였다. 조사 대상자들의 평균 농

약 사용 연수는 26.9년, 연간 농약 살포 일수는 20.1

일, 평균 살포시간은 3.3시간이었다.

농약에 노출된 후 나타난 증상으로는 신경계 증상이

20명중 17명인 85%로 가장 높았으며, 소화기계 증상이

13명(65%), 피부증상이 12명(60%), 눈증상이 12명

(60%)으로 높게 나타났다(Table 2). 신경계 증상 중에

서는 어지러움(16명), 피로감(9명), 두통(9명) 등의 빈도

가 높았고, 소화기계 증상은 메스꺼움(12명), 구토(8명)

순이었다. 피부증상에서는 가려움(7명), 피부 화끈거림

(5명)의 증상을 많이 호소하였으며, 눈증상으로는 눈앞

이 흐려짐(5명)이 많았다(표 제시하지 않음). 중독을 일

으킨 것으로 보고된 농약의 종류별로 증상의 차이가 뚜

렷하지는 않았으나, 살충제에 노출된 경우 눈증상, 호

흡기증상, 근골격계증상 호소율이 제초제와 살균제 노

출 때 보다 높았다. 

전체 농약 중독 53건에 대해서 농약 중독을 발생시

킨 농약의 종류별로 분석한 결과 살충제가 45.3%로 가

장 많이 차지하였으며, 살균제가 28.3%, 그리고 제초제

가 26.4%를 차지하였다(Table 3). 살충제 중에서는 유

기인계와 칼탑계 농약이 각각 6건으로 가장 많이 차지

하였으며 제초제 중에서는 비피리딜리움계(파라쿼트) 농

약이 6건, 살균제 중에서는 유기인계 농약이 5건으로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였다. 한편 연구 대상자들이

지난 1년간 경험한 농약 중독은 평균 2회였으며 한번

중독시 호소한 평균 증상 종류는 6개였다(표 제시하지

않음).

예비조사 결과에서 연구대상자들이 농약 중독과 관련

하여 보고한 17개 증상들과 문헌고찰을 통해 농약 중

독과 관련되어 보고될 수 있는 주요 증상들을 정리하

였다(Table 4). 보고된 증상 중 가려움의 경우 피부 화

끈거림 증상과 통합하여 하나의 피부증상 항목으로 묶

었으며, 이번 예비조사에서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중증

의 중독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전신마비, 설사 등의 두

가지 증상과, 국내외 연구에서 조사 항목으로 자주 사

용된 목이 따끔거림, 콧물 등의 두 가지 증상을 포함하

여 최종적으로 21개의 증상을 향후 역학조사에서 농약

중독을 파악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항목으로서 선정하

였다.

자가보고한 개별농약의 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연

Table 1. Characteristics of twenty study subjects

Characteristics Number %

Age (years)

  <50 6 30.0

  50-59 9 45.0

  ≥60 5 25.0

Gender

  Male 19 95.0

  Female 1 5.0

Education

  ≤Elementary school 4 20.0

  Middle school 3 15.0

  ≥High school 13 65.0

Marital status

  Unmarried 3 15.0

  Living with spouse 17 85.0

Household income (10,000 won/year)

  <2000 7 35.0

  2000~4000 7 35.0

  ≥4000~5000 6 30.0

Type of cropa

  Rice 13 65.0

  Dry field

    Red pepper 7 35.0

    Cabbage 3 15.0

    Soybean 3 15.0

    Other 9 45.0

  Green house

    Spinach 2 10.0

    Cabbage 2 10.0

    Other 7 35.0

  Fruits 2 10.0

Years of pesticide use 

  <20 4 21.1

  20~29 8 42.1

  ≥30 7 36.8

Days of pesticide use per year 

  ≤7 6 31.6

  8~21 7 36.8

  ≥22 6 31.6

Hours of pesticide use per day

  1~2 6 31.6

  3~4 10 52.6

  ≥5 3 15.8

aThe subjects are not mutually exclusive, thus the sum of

proportion may be more than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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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대상자가 지난 한 해동안 주로 사용하였다고 보고

한 개별 농약 상품명을 연구 대상자들이 농협에서 실

제 구입한 농약 목록과 비교하였다(Table 5). 조사 대

상자 중 농약상에서 주로 농약을 구입하는 것으로 조

사된 한 명을 제외하고 농협에서 전적으로 혹은 주로

구입하는 19명의 대상자들로 국한하였다. 농협에서 구

입한 농약의 개수는 평균 16.9개였으며, 면접조사시 사

용하였다고 보고한 농약 개수는 평균 3.8개였다. 그리

고 연구대상자가 농협에서 실제 구입한 농약 중에서 면

접조사시 보고된 농약의 분율은 평균 9.2%(0-22.7%)로

매우 낮았으며, 보고한 농약 중에서 실제 농협에서 구

입한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농약의 비율은 36%로 낮

았다. 한편 농업인들이 자가 보고한 전업농 여부 및 재

배 작목종류와 크기에 대한 항목은 농촌지도사에 의해

각각 95%, 100% 정확한 것으로 평가되었다(표 제시하

지 않음). 

IV. 고  찰

농약의 직업적 노출과 관련되어 농약 중독을 경험한

일부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약 중독조사에서의 항목검

정을 위한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에서 농약 중독에 대한 역학연구에 활

용될 수 있는 증상들을 제안하였다. 또한 농약 노출

평가에 활용되는 설문 항목들의 타당도 조사 결과 전

업농 여부 및 작목 종류와 크기에 대한 문항들은 전

문가 평가와 거의 일치하였으나, 개별 농약에 대한 정

보는 실제 구입한 목록의 매우 일부만을 반영해주어

자가보고에 의한 조사가 연구에 바람직하지 않은 것

으로 판단되었다.

이 예비조사 연구에서 가장 많이 보고된 증상은 신경

계 증상이었으며 이는 농약 중독 유발 물질로서 유기

인계 농약이 가장 많이 보고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

Table 2. Distribution of pesticide poisoning symptoms by pesticides during the past 12 months

Total (n = 20) Insecticides (n = 14) Fungicides (n = 10) Herbicides (n = 12)

Organ system Number % Number % Number % Number %

Nervous 17 85.0 13 92.9 9 90.0 7 87.5

Gastrointestinal 13 65.0 8 57.1 7 70.0 4 50.0

Dermal 12 60.0 9 64.3 6 60.0 4 50.0

Eye 12 60.0 10 71.4 5 50.0 4 50.0

Cardiovascular 9 45.0 6 42.9 4 40.0 2 25.0

Respiratory 7 35.0 8 57.1 4 40.0 3 37.5

Musculoskeletal 4 20.0 4 28.6 1 10.0 1 12.5

Renal 2 10.0 2 14.3 1 10.0 0 0.0

Other 4 20.0 2 14.3 1 10.0 3 37.5

Table 3. Frequency of pesticide poisoning events by pesticides

during the past 12 months

Chemical class Frequency %

Insecticides 24 45.3

  Organophosphate 6 11.3

  Cartap 6 11.3

  Chloronicotinyl 2 3.8

  Oxadiazine 1 1.9

  Carbamate 2 3.8

  Pyrethroid 1 1.9

  Other 6 11.3

Fungicides 15 28.3

  Organophosphate 5 9.4

  Cinnamic acid 2 3.8

  Organosulfur 2 3.8

  Triazole 1 1.9

  Organic copper 1 1.9

  Other 4 7.5

Herbicides 14 26.4

  Bipyridylium 6 11.3

  Glyphosate 1 1.9

  Other 7 13.2

Total 53 100

Table 4. Suggested symptom lists by organ system for

screening of acute pesticide poisoning in field

survey 

Organ system Symptoms

Gastrointestinal Nausea, Vomiting, Diarrhea

Respiratory Dyspnea, Sore throat, Runny nose

Nervous Dizziness, Headache, Hyperactivity, 

Profuse sweating, Blurred vision, 

Paresthesia, Slurred speech, Paralysis

Cardiovascular Chest pain, Syncope

Muscular Muscle weakness

Dermatologic Skin irritation

Ocular Eye irritation, Lacrimation

Other Fati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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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기인계 농약은 전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

는 농약으로 국내 연구에서도 농업인들이 가장 많이 사

용하는 농약으로 보고된 바 있다.20) 유기인계 농약은

아세틸콜린에스테라제를 억제함으로써 아세틸콜린의 축

적으로 인해 두통, 메스꺼움, 어지러움, 분비물 과다 등

과 같은 증상을 흔하게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

며,21) 이번 예비조사 결과에서도 이러한 증상이 가장

많이 보고되었다. 농약 성분별로는 유기인계 농약과 더

불어 파라쿼트, 칼탑계 농약들도 중독을 유발한 물질로

서 많이 보고되었다. 파라쿼트는 직업적 노출에 의해서

피부증상이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

며,22) 이 연구에서도 파라쿼트 살포 후 피부 화끈거림

과 붉은 반점의 증상이 많이 보고되었다.

이 조사에서 보고된 증상들은 농약 종류별 독성학적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보다는 어지러움, 메스꺼

움, 구토 등의 비특이적인 증상이 흔하게 관찰되었으며

이는 기존에 실시된 국내 연구들의 결과와도 유사하였

다.10,12) 24개 국가에서 6,359명을 대상으로 한 외국연구

에서도 농약 중독 증상을 농약 종류별로 살펴보았을 때

대부분의 농약에서 두통, 어지러움, 메스꺼움, 구토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보고한 바 있으며,16)

영국에서 4,108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보고된 증

상들이 농약의 독성학적 성질에 따라 크게 다르지 않

아8) 이번 조사결과와 비슷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특

정 물질에 노출되는 복용이나 사고와 달리 농작업시에

는 여러 가지 농약들을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농약 성

분별 특이적 증상보다는 비특이적으로 혼합된 증상들

을 먼저 호소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농약 중독증상이 갖는 주관성은 많은 연구에서의 공

통적인 한계점이지만 경미한 상태의 중독자를 파악하

는 유일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각각의 연

구에서 서로 다른 임상증상을 적용하였을 때 유병률 및

발생률을 적절히 비교할 수 없다. 따라서 주관적이고

비특이적인 증상이라고 하더라도 일관된 기준을 설정

하여 중독자를 정의하는 것은 비교성을 높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도14)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연구에서 정리된 21개의 농약 중독 증상들은 향후 우

리나라에서 농약 중독에 대한 역학 연구를 실시하는데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농약 노출 항목들은 전적으로 개인의 응답에 의존하

기 때문에 각 문항들의 신뢰도 및 정확도가 매우 중요

하다. 따라서 농약 노출 설문지 문항들에 대한 신뢰도

Table 5. Sensitivity and positive predictive value of self-reported individual pesticides compared with actual purchased lists

Subjects
No. of pesticides in 

the record (A)

No. of self-reported 

pesticides (B)

No. of reported pesticides 

in the record (C)
C/A (%)a C/B (%)b

No. 1 13 1 0 0.0 0.0

No. 2 21 5 3 14.3 60.0

No. 3 16 5 3 18.8 60.0

No. 4 35 4 4 11.4 100.0

No. 5 21 0 0 0.0 -

No. 6 30 5 4 13.3 80.0

No. 7 12 4 0 0.0 0.0

No. 8 23 7 4 17.4 57.1

No. 9 13 2 1 7.7 50.0

No. 10 7 3 1 14.3 33.3

No. 11 11 11 2 18.2 18.2

No. 12 22 7 5 22.7 71.4

No. 13 11 5 1 9.1 20.0

No. 14 10 0 0 0.0 -

No. 15 10 3 1 10.0 33.3

No. 16 9 0 0 0.0 -

No. 17 4 1 0 0.0 0.0

No. 18 23 3 1 4.3 33.3

No. 19 31 6 4 12.9 66.7

Average 16.9 3.8 1.8 9.2 36.0

aThe proportion of the reported pesticides in the record denotes sensitivity.
bThe proportion of the included pesticides in the record in the reported pesticides denotes positive predictive value.

One subject was excluded because he did not purchase pesticides at the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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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들이 많이 실시되었다.23-25) 그러나 타당도에 대한

연구는 참값(gold standard)을 설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

기 때문에 국외에서도 매우 일부에서 실시되었을 뿐 국

내에서는 아직 보고된 적이 없다. 지금까지 보고된 농

약 노출에 대한 타당도 검사로는 미국에서 농약의 등

록시점 정보를 통해 농약 사용시기에 대한 자가 보고

를 검증하거나,26) 최근에 보고된 농약 정보를 이전에

실시된 정보와 비교하거나,27) 설문 정보를 점수화하여

소변 중 농약 대사산물 농도와의 비교를 통해 타당성

을 검증하는 등28) 매우 제한적인 형태의 연구들이 진행

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개별 농약에 대한 타당도 검사를 위해

서 연구 대상자들이 지난 1년간 실제 구입한 농약 목

록을 농협을 통해 확보하여 농약의 사용력에 대한 참

값으로 설정하고 비교하였다. 조사 결과 매우 일부 농

약들만이 면접조사에서 보고 되었을 뿐(9.2%) 실제로

구입한 여러 농약들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하였다. 또한

기억된 농약명에 대한 양성예측도도 낮았다. 이러한 결

과는 최근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된 신뢰도 연구에서

개별 농약에 대해서는 낮은 신뢰도를 보인 것과18) 유사

하다. 이러한 결과는 설문을 통해 개별 농약 사용력을

파악하고 있는 외국 연구들과17,23,24) 대비되는 것으로 향

후 우리나라에서 농약 연구를 실시하는 방향성에 시사

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반면 해당 농업인들을

잘 알고 있는 지역 농촌지도사에 의한 작목형태 및 크

기에 대한 타당도 평가는 매우 높게 나와 이들 정보를

통해 개별 농약 사용을 추정하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

도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 대상자들이 적어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연

구의 제한점이라고 할 수 있으나 예비조사로서의 일차

적인 의미는 있다고 판단되었다. 다른 제한점으로는 농

약 구입 목록이 실제 사용 농약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농업인들이 사

용하지 않을 농약을 미리 구입해 놓기 보다는 필요할

때마다 구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참값 설정에 심

각한 오류는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타당도 분석에서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농협에서 주로 혹은 전적으

로 농약을 구입하는 농업인으로 국한하였다.

V. 결  론

농약 중독으로 인하여 가장 많이 보고되는 증상들은

신경계, 소화기계, 피부 증상 등이 었으며, 원인 물질로

는 살충제가 가장 많이 차지하였다. 성분별로는 유기인

계, 칼탑계, 파라쿼트 농약들이 많은 빈도를 차지하였

으나 농약 종류별 증상의 차이는 뚜렷하지 않았다. 이

러한 결과와 기존 참고문헌들을 토대로 향후 농약 중

독에 대한 역학연구를 실시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주

요 임상증상들을 선정하여 제안하였다. 그리고 농약 노

출 평가에 활용되는 설문 항목들에 대한 타당도 조사

결과 개별 농약에 대한 정보는 실제 구입한 목록의 매

우 일부만을 반영해주었으며 잘못된 농약을 회상하는

경우도 많아 면접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

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향후 농약노출과 건강에

대한 역학조사에서는 개별 농약 사용에 대한 설문 조

사보다는 실제 농업인이 구입한 농약목록을 활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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