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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Controversy regar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exposure to Agent Orange and disease has

progressed for more than four decades, both at home and abroad. Recently, the allegation by US veteran Steve

House of the burial of Agent Orange at the US Army base Camp Carroll located in Waegwan-eup, Korea, has

emerged. We reviewed published articles and reports related to Agent Orange.

Methods: Articles and reports were collected online using the keywords ‘agent orange’ and ‘health’ and then

reviewed.

Results: A number of epidemiologic studies have reported disease outcomes due to exposure to Agent Orange,

while others were unable to establish a link to the injuries of veterans of the Vietnam War. This can be explained

by the fact that accurate exposure assessment should be carried out since exposure misclassification in

epidemiologic studies can affect estimates of risk. In the case of the burial of Agent Orange at Camp Carroll,

an exposure pathway could be through underground water supplies, which differs from the cases of Vietnam and

Seveso in Italy.

Conclusion: There still remains a dispute among academics regar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exposure to

Agent Orange and disease, although Agent Orange is a highly toxic chemical. This dispute indicates that accurate

exposure pathway and exposure assessment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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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2011년 5월 경북 칠곡군 왜관읍에 위치한 미군기

지 캠프 캐럴(Camp Carroll)에서 고엽제(defoliant)

매립 의혹을 처음 제기한 주한 미군 전역자인 스티

브 하우스의 증언에 따라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논란

이 야기되었다. 이에 한미 양국은 공동조사단을 구

성해 캠프 캐럴 내·외부의 지하수와 토양 조사를

수행하는 등 고엽제 존재 자체와 고엽제 노출에 따

른 지역주민의 건강영향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인 상

태이며, 현재 지역주민의 생체시료 및 건강검진을 이

용한 역학조사가 2012년 6월 현재 진행 중이다.

1993년 제정된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

한 법률’에서는 고엽제를 ‘월남전에서 나뭇잎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된 제초제로서 다이옥신이 함

유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고엽제는 베트남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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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 당시 밀림 고사 작전의 일환으로 베트남 정글에

뿌려진 제초제의 일종이며, 2,4-dichlorophenoxyacetic

acid(2,4-D), 2,4,5-trichlorophenoxyacetic acid(2,4,5-

T), picloram, cacodylic acid가 주성분을 이루고 있

다.1) 고엽제 중 agent orange는 n-butyl ester에 2,4-

D와 2,4,5-T를 50:50 비율로 섞어 제조되었고, 주로

경유에 혼합하여 액체 상태로 살포되었다. 고엽제 중

대부분을 점한 것이 agent orange이며, 55 갤런(gallon)

드럼통에 오렌지색의 페인트를 칠했기 때문에 agent

orange로 명명되었다.

미군은 베트남 전쟁 시 1962년부터 1972년까지

9년 동안 ‘operation ranch hand’라는 작전명으로 많

은 양의 제초제를 전투지역에 살포하였다. 이 당시

전쟁에서 화학약품을 살포하는 것은 불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문제가 되었던 것은 살포된 agent orange

에 다이옥신(dioxin)이 함유되었기 때문이다. 다이옥

신은 2,4-D와 2,4,5-T를 혼합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불순물이었다. 이 불순물은 다이옥신 가운데서도 가

장 독성이 강한 2,3,7,8-tetrachlorodibenzo-p-dioxin

(TCDD)이었다. TCDD는 agent orange에 평균 3 ppm

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 TCDD는 치사

독성 뿐만 아니라 발암성이나 최기형성과 같은 만성

독성에 있어서도 치명적이기 때문에, 1 ppt에서도 인

체와 환경에 심각한 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독극물

이다.3) 또한 TCDD는 환경에서 분해 및 용해도가 낮

기 때문에 잔류성이 높으며, 인체에 극히 적은 양이

흡수되어도 점차 몸속에 축적돼 질병을 일으킨다.4,5)

TCDD의 인체 내 반감기는 대략 7~9년으로 알려져 있다.6)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은 다이옥신을 포함한 고엽

제 노출에 따른 건강위해를 조사하기 위해 Agent

Orange Working Group(AOWG)를 구성하였고,

AOWG는 주정부 및 호주와 뉴질랜드에 국제적 위

원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이런 연구는 베트남 전역자 사이에서 연조직 육종

(soft tissue sarcomas), 호지킨 림프종(hodgkin's

disease), 비호지킨 림프종(non-hodgkin's disease), 고

환암(testicular cancer) 등과의 유의한 원인적 연관성

을 증명하지 못했다.7) 또한 agent orange 살포와 관

련이 있는 104,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도

베트남전에 참전하지 않은 사람과 비교했을 때 암발

생률에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8)

고엽제의 노출은 각종 암은 물론 전신마비, 졸도,

심장미비, 기형아, 정신착란, 무력증과 같은 합병증

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고엽제와 질병의 원인적

연관성을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은 상태로, 지난

40년 동안 고엽제 중 특히 agent orange 노출에 따

른 건강영향의 논란이 존재하였다.9-11) 

본 연구는 전직 주한 미군의 폭로로 경북 칠곡군

왜관읍 미군기지에 대량의 고엽제 중 특히 agent

orange의 매립과 지역주민 건강영향 등 논란의 시사

성을 고려하여 agent orange 노출에 따른 건강영향

의 보건학적 고찰을 수행하였다.

II. 연구방법

고엽제 노출에 따른 건강영향에 대해 기존에 보고

된 국내·외 논문 및 보고서를 고찰하였다. 국내논

문은 KISS(한국학술정보), 과학기술학회마을, DBPIA

에서 주요어로 ‘고엽제’ 및 ‘건강영향’을 입력하여

검색하였으며, 국외논문은 Science Direct, EBSCO

Host, PubMed, Google 학술검색을 이용하였다. Key

Words로 ‘agent orange’ 및 ‘health’을 입력하였다.

문헌조사에서 특히 고엽제를 언급할 때 고엽제가 다

이옥신 또는 TCDD와 동일 용어가 아니라는 것을

고려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고엽제의 사용

1) 베트남전 사용

1962년에서 1971년까지 미군은 베트남전에서 군

사목적(tactical herbicide)으로 고엽제를 사용하였다.

고엽제 중 agent orange는 1965년 1월부터 1970년

4월까지 주로 비행기(UC-123)를 이용하여 월남 전

체면적의 약 24%의 면적에 해당하는 남부지역에 살

포되었다. 고엽제는 드럼통의 색깔에 따라 orange,

white, blue 등으로 명명되었으며, 총 74,175,920 l가

살포되었다.12) 이 중 agent orange는 43,332,640 l로

고엽제 중 대략 58.4%이었다(Table 1). 고엽제는 인

체영향의 문제 제기 등으로 1970년 전면 살포 금지

명령과 1972년 4월 모든 고엽제를 폐기토록 하였다.

이후 미군은 고엽제를 고온 열분해 소각 시설을 장

치한 선박을 이용하여 주로 공해상에서 소각처리 또

는 Johnston Island와 중앙 태평양에 저장하였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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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우리나라는 미국의 파병요청으로 1964년

8월 베트남에 참전한 후, 1973년 4월 철수할 때까지

연인원 32만 명이 파병되었다. 한국군의 고엽제 살

포작전 중 미공군수송기(UC-123)에 의해 살포된 것

은 미군의 경우와 같이 ‘operation ranch hand’ 작전

의 일환으로 뿌려진 것이며, 한국군이 직접 살포한

것은 헬기와 인력에 의한 것이었다. 한국군이 계획

하고 작전지역에 살포한 고엽제의 양은 아직까지 정

확히 밝혀져 있지 않으며, 대략 추정된 고엽제 살포

량은 50만 갤런으로 보고되고 있다.14) 이는 베트남

전 지역에 뿌려진 살포량의 약 2.5%에 해당하는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 

2) 국내 사용

한국 비무장지대(DMZ)의 고엽제 살포는 김신조

사건(1968년 1.21 사태)과 같은 해 11월 울진/삼척

무장공비 사건 등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 비무장지

대 일대를 불모지화하기 위해 제초제를 사용하였다.

1968년~1969년 사이에 2만 1000 갤런(315 드럼)의

agent orange, agent blue, 모누론(monuron) 등 고엽

제 원액 3종류를 경유와 혼합하여 비무장지대 우리

측 철책 양쪽 1백m, 전술도로, 초소 등 총면적 2

천2백 만 평에 살포되었다.15) 공식 기록에 따르면

1968년 380드럼의 고엽제가 한국으로 수송되어 한

국 육군에 의해 비무장지대(DMZ)에서만 사용되었다.16)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총칙

(2007.12.21 신설)에서는 ‘고엽제란 월남전 또는 대

한민국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의 인접지역으로서 국

방부령으로 정하는 지역(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나뭇잎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된 제초제로서 다

이옥신이 들어있는 것을 말한다’로 정의하여 비무장

지대 고엽제 살포에 따른 고엽제 노출을 포함하고 있다.

2. 고엽제 노출에 따른 건강영향 

1) 국외 

본 연구에서 고엽제와 질병 관련 논문 및 보고서

를 50여 편 이상 고찰하였으나, 고엽제 노출에 따른

질병과의 연관성은 미국 국립과학원의 산하 의학원

(Institute of Medicine, IOM)의 지난 20년 동안 결

과로 판단할 수 있다.17) IOM에서는 1991년 agent

orange 법령에 의해 2년마다 한 번씩 고엽제의 건강

영향을 평가 및 보고하였다. 2010년에 발행된 최신

보고서는 광범위한 논문 및 보고서를 고찰하여 4가

지 범주와 질병(① 연관성에 대해 충분한 증거: 5종

질병, ② 연관성에 대해 제한적인 증거: 12종 질병,

③ 연관성에 대해 불충분한 증거: 36종 질병, ④ 연

관성이 없음: 1종 질병)을 제시하고 있다(Table 2).

한편 미국 국립과학원 보고서에 따르면 선천성 결

손증(birth defects)은 2,4,5-T 및 2,4-D의 환경 중 반

감기가 각각 5일 및 2일이기 때문에 제초제에 의한

유독성을 단정 짓는 것은 고엽제 살포 기간과 상관

성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18) Newton과

Young(2004)은 2,4,5-T 등의 유해인자 노출에 따른

건강영향 연구에서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못한 결과

가 무분별하게 대국민 및 언론 공개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하였다.19) 미국 Florida의 Eglin Air Force

Base에서 1961~1971년 동안 베트남의 대기 중 고엽

제 살포를 모사하여 실험하였다.20) 이 결과에서 베

트남의 경우 일반적으로 1.48 kg 2,4,5-T/ha로 살포

되었으나, 살포된 대부분은 임관(forest canopy)에 차

단되었으며 TCDD의 소멸 및 잔류성은 살포될 때

어떻게 생태계로 진입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

로 보고하였다. 또한 베트남의 경우 TCDD는 대부

분 광분해 조건으로 99% 정도가 살포한 후 1일 이

상 잔류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Table 1. Estimated quantities of tactical herbicides used in Vietnam, 1962-197212)

Tactical herbicide Components Number of drums Number of liters Years of use

Green 2,4,5-T 365 75,920 1962

Pink 2,4,5-T 1,315 273,520 1961-63

Purple 2,4-D, 2,4,5-T 12,475 2,594,800 1962-65

Blue Cacodylic acid 29,330 6,100,640 1966-72

White 2,4-D, Picloram 104,800 21,798,400 1966-72

Orange 2,4-D, 2,4,5-T 208,330 43,332,640 1965-70

Total 356,615 74,17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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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2011)은 베트남전 참전 군인들의 노출지표

연구인 혈청 다이옥신 연구들에서 TCDD의 살포 시

광분해, 환경거동, 저 생물학적 이용 가능성은 지상

군인들의 고엽제 노출이 거의 없었으며, 고엽제 노

출과 그에 따른 15종의 질병에 통계학적 연관성은

충분히 있지만 원인적 연관성은 나타내지 않았다고

하였다.12,21) 또한 그의 논문에서는 미국 정부에서 참

전 군인들에게 고엽제 노출에 따른 보상을 하는 것

은 과학적 증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 위

험을 무릅쓰고 전쟁에 참여한 국민에게 보상을 하는

개념이라고 주장하였다. 

2) 국내

우리나라 참전 군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대

표적으로 국군의무사령부의 연구(1993), 1차 고엽제

피해 역학조사(1996), 2차 고엽제 피해 역학조사

(2001), 3차 고엽제 피해 역학조사(2006)가 있다.22-24)

2006년 3차 고엽제 피해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베

트남 참전 군인과 남자 인구전체의 사망분석 결과

참전 군인들의 사망률은 남자 인구전체보다 통계적

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것은 참전 군인이 건강한

20대이기 때문이라고 보고하였다(healthy worker

effect 또는 healthy veteran effect). 사망분석만 고려

Table 2. Summary of findings of veterans,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studies regarding associations between

exposure to herbicides and specific health outcomes17)

Category Health outcomes

Sufficient evidence 

of an association

Soft-tissue sarcoma (including heart), Non-Hodgkin's lymphoma*, Chronic lymphocytic

leukemia (including hairy cell leukemia and other chronic B-cell leukemia)*, Hodgkin's

lymphoma*, Chloracne

Limited or suggestive 

evidence of an 

association

Laryngeal cancer, Cancer of the lung, bronchus, or trachea, Prostate cancer, Multiple

myeloma*, AL amyloidosis*, Early-onset transient peripheral neuropathy, Parkinson's

disease, Porphyria cutanea tarda, Hypertension, Ischemic heart disease, Type 2

diabetes(mellitis), Spina bifida in offspring of exposed people

Inadequate or 

insufficient evidence 

to determine 

an association 

Cancers of the oral cavity (including lips and tongue), pharynx (including tonsils), or

nasal cavity (including ears and sinuses), Cancers of the pleura, mediastinum and other

unspecified sites in the respiratory system and intrathoratic organs, Esophageal cancer,

Stomach cancer, Colorectal cancer (including small intestine and anus), Hepatobiliary

cancers (liver, gallbladder, and bile ducts), Pancreatic cancer, Bone and joint cancer,

Melanoma, Nonmelanoma skin cance r(basal cell and squamous cell), Breast cancer,

Cancers of reproductive organs (cervix, uterus, ovary, testes, and penis; excluding

prostate), Urinary bladder cancer, Renal cancer (kidney and renal pelvis), Cancers of

brain and nervous system (including eye), Endocrine cancers (thyroid, thymus, and other

endocrine organs), Leukemia(other than all chronic B-cell leukemias, including chronic

lymphocytic leukemia and hairy cell leukemia), Cancers at other and unspecified sites,

Infertility, Spontaneous abortion (other than after paternal exposure to TCDD, which

appears not to be associated), Neonatal or infant death and stillbirth in offspring of

exposed people, Low birth weight in offspring of exposed people, Birth defects (other

than spina bifida) in offspring of exposed people, Childhood cancer (including acute

myeloid leukemia) in offspring of exposed people, Neurobehavioral disorders(cognitive

and neuropsychiatric), Neurodegenerative diseases, excluding Parkinson disease, Chronic

peripheral nervous system disorders, Hearing loss, Respiratory disorders (wheeze or

asthma,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and farmer's lung), Gastrointestinal,

metabolic, and digestive disorders (changes in hepatic enzymes, lipid abnormalities, and

ulcers), Immune system disorders (immune suppression, allergy, and autoimmunity),

Circulatory disorders (other than hypertension and ischemic heart disease), Endometriosis,

Effects on thyroid homeostasis, Eye problems, Bone conditions

Limited or suggestive 

evidence of no association
Spontaneous abortion after paternal exposures to TCDD

*The consistency of the finding with the biologic understanding of the clonal derivation of lymphohematopoietic cancers that is

the basis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classific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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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경우 갑상샘암, 만성골수백혈병, 협심증, 알코올

성간질환 사망이 고엽제 노출과 사망과의 관련성을

의심할 수 있는 결과를 보였다. 베트남 참전 군인과

남자 인구전체의 암 발생 분석결과 참전 군인들의

암발생률은 남자 인구전체보다 통계적으로 낮았으

나, 소장암과 침샘암이 고엽제 노출과 암 발생과의

관련성을 의심할 수 있다는 결과를 보였다. 2010년

고엽제 2세 역학조사에서는 아버지 참전 군인의 고

엽제 노출과 2세의 사망분석과 암 발생 분석에서 비

교적 일관되게 고엽제 노출과 통계적 관련성이 나타

난 질병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2세의 연령의 증

가 등을 고려할 경우 고엽제 노출과 유의한 관련성

을 지닌 질병이 나타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25)

한국의 국가보훈처에서는 고엽제 후유증으로 16종

(비호지킨 임파선암, 연조직 육종암, 염소성 여드름,

말초 신경병, 만발성 피부 포르피닌증, 호지킨병, 폐

암, 후두암, 기관암, 다발성, 골수종, 전립선암, 버거

병, 당뇨병(선천성 제외), 만성 림프성 백혈병, 만성

골수성 백혈병), 고엽제 후유의증 20종(일광과민성

피부염, 심상성 건선, 지루성 피부염, 만성 담마진,

건성습진, 중추 신경장애, 뇌경색증, 다발성 신경마

비, 다발성 경화증, 근위축성 신경측색 경화증, 근질

환, 악성종양, 간질환, 갑상선 기능 저하증, 고혈압,

뇌출혈, 허혈성 심혈질환, 동맥 경화증, 무혈성 괴사

증, 고지혈증)을 고엽제 노출에 따른 건강영향으로

제시하고 있다.26) 

한국 파월 장병들에 대한 고엽제의 노출량은 다를

수 있으며, 또한 미군과 비교하여 생리적 반응이 다

를 수 있다. 그렇지만 국내에서 보고된 고엽제 관련

건강영향은 미국의 경우와 비슷하게 노출에 따른 건

강영향 관련성의 여부가 혼재하였다. Yun et al.(1998)

은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한 말초신경병증을 가진 환

자에서 척추마취 중 예상치 못했던 심한 서맥과 저

혈압의 발생을 나타내었다.27) Chun et al.(1999)은

베트남전 참전자들이 평소 불안 및 통증의 해소를

목적으로 약물을 사용하며, 고엽제에 대한 후유(의)

증에 대한 인식도는 참여자의 79.2%가 위해를 지닌

다고 하였다. 또한 자녀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인식하였다.28) 이렇듯 고엽제후유(의)증에는 포

함이 되지 않지만 고엽제 노출로 인한 우리나라 참

전 군인들의 심리에 관한 연구들도 볼 수 있다.

Kim et al.(2001)은 베트남 참전 제대 군인에서 비

베트남 제대 군인에 비하여 유의하게 혈청 내 다이

옥신의 평균 농도가 높았고, 베트남 참전 제대 군인

들 중에서도 높은 수준의 노출정도로 갈수록 유의하

게 다이옥신의 평균 농도가 높은 양-반응 관계를 보

였으며, 노출 범주화와 다이옥신 농도와 상관관계도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29) 그러나 Mo et al.

(2002)에서는 고엽제 관련 전신질환의 유병률은 일

반 대조군에 비해 높은 유병률을 보이지 않았다. 고

엽제 관련 피부 질환 경우의 유병률은 건성 습진

(3.9%), 지루 피부염(3.9%), 심상성 건선(0.9%), 광

과민성 피부염(0.6%), 만성 담마진(0.3%)이었고 염

소성 여드름과 피부암은 관찰되지 않았다.30) 

Kim et al.(2003)은 베트남전 전역자 1,224명과 참

전하지 않은 154명의 단면연구에서 베트남전 전역

자가 습진, 신경근질환, 비만, 말초신경증, 고혈압이

높았으며, 고노출된 베트남전 전역자의 증가된 국소

빈혈성 심장질병(p < 0.01), 심장판막증(p < 0.01), 망

막증(p < 0.01)을 나타내었다.31) 그리고 Lee et al.

(2003)은 고엽제 노출과 국소적으로 발생한 우췌양

표피 이형성의 관련 가능성을 제시하였다.32) Kang

et al.(2007)은 고엽제에 노출된 환자에서 관상동맥

질환의 원인 인자로 알려진 당뇨병과 고지혈증이 유

의하게 높음을 보고하였다.33) 심리에 관한 연구인

Chang et al.(2009)은 베트남 참전집단은 한국 전쟁

참전집단에 비해 인지적 경직성과 경험에 대한 폐쇄

적 접근, 문제해결에 있어서의 비효율성, 정서억압

및 과잉경계, 우울 등의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34) Kang et al.(2011)은 고엽제와 Merkel

세포암 발생의 인과관계는 밝히기 어려우나, Dioxin

의 발암성과 면역 억제 작용이 Merkel 세포암의 초

기 발병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초발 병변이 발생한 이후 비교적 짧은 기간(1개월)

내에 전이되어 다발 병변이 된 것은 초기 발생뿐만

아니라 전이에도 고엽제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을

제기해 주는 점이라고 하였다.35) 

이상의 연구들은 이미 질병이 발생한 환자들을 대

상으로 한 연구로서 베트남전 참전 군인 전체를 대

표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그

러나 이러한 제한점은 당시 우리나라에서 고엽제와

참전 군인을 대상으로 연구 가능한 자료원이 매우 한

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났다고 말할 수 있다.38) 그

리고 전방에서 살포된 고엽제의 경우, 살포된 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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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에 비해 적었으며 봄, 여름에만 집중적으로

뿌려 베트남전보다는 건강영향 환자가 적었을 것으

로 예상된다. 하지만 한국군 장병들은 단순히 제초제

를 뿌리는 정도로만 알고 아무런 사전 교육 없이 고

엽제가 살포되었다는 점에서 비무장지대 군인과 지

역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될 뿐이다.15)

3. 고엽제 노출평가 

고엽제 특히 agent orange(2,4-D, 2,4,5-T, 다이옥

신의 TCDD)의 동물시험 등에서 유해성은 명확함에

도 건강영향(질병)의 원인적 연관성은 아직도 논란

이 많은 이유는 결국 정확한 노출평가의 중요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런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고엽제

의 노출이 과거 노출(past exposure)이라는 것, 노출

과 비노출의 분류 오류 가능성, 그리고 agent orange

의 성분 중 2,4,5-T는 1984년부터 한국에서 사용이

금지되었으나 2,4-D는 낮은 독성으로 인해 현재까지

계속 사용되는 것 등이 고엽제 노출과 건강영향 문

제의 관련성을 평가하는데 어려움 중의 하나로 작용

하고 있다.25,37,38)

노출평가는 첫째 베트남전 참전을 고엽제에 노출

된 것으로 간주, 둘째 군사기록을 통하여 고엽제 사

용실태 등의 객관적 자료 수집, 셋째 각 개인별 노

출 경험을 통한 노출지표 산정, 넷째 TCDD를 포함

한 다이옥신 동류물의 체내 농도 측정 등의 네 가

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으나, 어느 것도 확실한 방

법이 되지는 못한다.38) 

Young et al.(2004)에서도 군사기록을 이용하여 고

엽제의 노출을 평가하는 것은 정확도 등에 문제가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하였다.39) 고엽제

성분 중 다이옥신은 일반 환경에서 수 ppt 이하의

낮은 농도로 존재하지만 매우 안정한 화합물로 인체

내에서의 2,3,7,8-TCDD의 경우 반감기가 7~9년으로

매우 긴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40,41) Fingerhut et al.

(1991)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노출기관과 혈청 내

TCDD 농도와 유의한 상관성(r = 0.72, p < 0.0001)을

나타내어 노출기간의 이용 가능성을 나타내었다.42) 

고엽제의 노출지표는 생체(혈청) 내 다이옥신(TCDD)

농도가 표준(gold standard)이지만 혈액채취, 비용, 시

간경과에 따른 노출평가의 어려움 등이 있다. 하지

만 다이옥신의 혈액 내 반감기를 고려할 경우 노출

이 끝난 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인체 내 다이

옥신의 농도를 측정하여 과거 노출을 평가하는데 유

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43,44) 반면 고엽제에 노출된

참전 군인들의 인체 TCDD 수준은 이미 여러 번의

반감기를 거쳤기 때문에 현재 일반인과는 큰 차이가

없으므로 혈청 내 TCDD의 노출지표 이용 가능성에

대한 한계점이 지적되기도 한다.45)

Kim et al.(2001)은 노출지수에 대해 제초제 살포

량을 고려한 참전기간에 따른 연도별 작전지역별 살

포량인 총 살포량과 개인별 주관적 노출점수의 두

가지를 통해 노출 정도별로 점수화한 다음 이를 분

류하여 범주화된 자료를 활용하였다.29) Stellman et

al. (2003)은 베트남에서 고엽제 노출을 평가하기 위

해서 고엽제 살포자료, ranch hand target, 제초제 저

장, 이동 및 폐기, 토양지형, 미군기지 위치, 노출건

수, 군사기록, 거리 요인, 시간 요인 등과 지리정보

체계(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를 이용하

여 연속노출모델(continuous exposure model), 노출

기회모델을 적용하였다.46) 

그 동안 고엽제와 질병의 원인적 연관성을 위한

역학연구에서 올바른 노출을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론이 적용되었지만 한계점이 존재하는 실정이

다. 특히 Young12,13,21,39,44)은 베트남전에서 참전 군인

들의 노출이 없었거나 매우 적었기 때문에 역학연구

에서 유의한 원인적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

장하고 있지만, 이것은 건강한 근로자(군인) 효과와

과거 노출에 대한 노출 오분류로 판단할 수 있다.47) 

4. 칠곡군 왜관읍 고엽제

칠곡군 왜관읍 미군기지인 캠프 캐럴의 고엽제 매

립 의혹 결과는 다음과 같다.16) 매립 의혹지역에 대

한 지구물리탐사 및 토양 시추조사 결과 드럼통 매

립 징후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또한 과거 캠프 캐럴

근로자 172명에 대한 인터뷰 및 32개 기관에 대한

기록조사 과정에서 매립된 것은 고엽제가 아닌 살충

제, 제초제, 유기용제, 기타 화학물질 등이 굴착되어

미 본토로 수송되었다는 증언이 확보되었다. 그리고

토양과 지하수에 대한 고엽제 관련 성분 분석 결과

기지 내부 41구역 지하수관 측정 1개소에서 2,4,5-T

가 극미량 검출되었다. 기지 내 D구역 2개 지점에

서 2,3,7,8-TCDD가 미량 검출되었으나 고엽제와는

관련성을 단정할 수 없었다.

하지만 스티브 하우스씨의 고엽제 매립 주장,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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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내 토양을 파내지 못한 점, 기타 다른 화학물질

(trichloroethylene(TCE), perchloroethylene(PCE) 등)

의 고농도 검출 등 지역주민의 의혹이 아직도 높은

상황이다. 칠곡군 왜관읍의 고엽제 노출 여부는 기

존 노출양상 즉 베트남전의 공중살포 및 이탈리아

Seveso에서 농약제조 회사의 폭발사건에 의한 TCDD

의 대기 이동과 다른 형태라고 할 수 있다.47,48) 베트

남 전쟁, 이탈리아 Seveso 사건 및 한국 DMZ의 고

엽제 살포는 주로 공기를 통한 호흡기 노출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TCDD을 포함한 고엽제는 불용성

으로 주로 토양에 장기간 흡착된 상태로 존재하지만

다른 유기물이 존재하는 수계에서는 탈착되어 이동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49) 따라서 칠곡군

왜관읍 캠프 캐럴의 경우 드럼통 매립에 따른 누출

이 토양과 지하수의 노출경로를 따라 음용에 따른

소화기 노출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50) 

IV. 결  론

경북 칠곡군 왜관읍의 미군기지 ‘캠프 캐럴’의 고

엽제 매립 의혹을 처음 제기한 미국 병사 스티브 하

우스의 증언에 따라 한국 내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논란이 야기되었다. 고엽제 노출에 따른 건강영향 문

헌 고찰에서는 고엽제의 유해성은 충분히 인지되고

있지만, 사람의 노출 존재여부에 따라 암 등의 건강

영향 결과는 아직도 논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것은 월남전 참전 군인의 healthy veteran

effect 및 노출 오분류 때문이며, 또한 고엽제가 사

람에게 실제 노출이 있어야만 건강영향이 있는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고엽제 노출에 따른 건강영향

논쟁은 노출이 과거에 있었으며, 노출군과 비노출군

의 분류가 용이하지 않다는 것 등이 이후에도 결코

완벽한 결론에 도달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보다 많은 연구가 수행된 미국에서도 계속 장기

계획 하에 고엽제 연구가 수행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인체의 생리적 특성 및 사회의 문화적 특성이

다른 우리나라에서도 고엽제 노출에 따른 질병발생

을 지속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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