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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In May 2011, an interview with three United States Forces Korea veterans revealed that chemicals
believed to be ‘Agent Orange’ were buried at Camp Carroll (situated in Waegwan, Chilgok-gun, Gyeongsangbuk-
do, Korea) in 1978. Many hazardous chemicals, such as perchloroethylene (PCE), trichloroethylene (TCE), and
organochlorines were subsequently found in a joint US-ROK environmental investigation, although dioxins or
burial evidence related to 'Agent Orange' have been not uncovered.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relevance of hazardous chemical exposure and health effects of the residents around Camp Carroll.

Methods: The authors conducted a health questionnaire survey among residents around Camp Carroll regarding
Waegwan groundwater ingestion, length of residence in Waegwan, and physician-diagnosed disease history
(such as cancer, hypertension, diabetes and etc.). Logistic regression was performed to identify the associations
between hazardous chemical exposure and physician-diagnosed diseases.

Results: Among the 5,320 residents, excluding those living outside the Waegwan area, 3,430 subjects age 30
and over were analyzed. Among females, upon correction of age, smoking history and Camp Carroll working
history, a higher distribution in the Waegwan groundwater ingestion group was demonstrated for patients with
physician-diagnosed cancer and hypertension. The odds ratios have a tendency to increase with increased length
of Waegwan groundwater ingestion. 

Conclusions: This study may be limited by not adopting a cohort study for the evaluation of factors that may
confound environmental exposure. Yet it is meaningful that the correlation between Waegwan groundwater
ingestion and chronic diseases were found through regression analysis in female; and further, this outcome may
be used as a sampling basis for a secondary epidemiologic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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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2011년 5월 19일 퇴역 미군이 ‘Agent Orange’를

1978년경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에 위치한 미군 부

대 ‘캠프 캐럴’에 매립했다는 인터뷰 보도 후 환경

부,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미군 등으로 구성된 한

미공동조사단이 구성되어 2011년 6월부터 고엽제 매

립의혹 추정지역에 대해 토양, 지하수 등의 환경 시

료를 채취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매립 추정지역에

대한 지중투과레이더, 전기비저항검사, 마그네틱 탐

사 등에서 드럼통 매몰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과

거 환경 평가 보고서에서 Perchloroethylene(PCE),

Trichloroethylene(TCE), 유기염소계 농약인 Lindane

이 국내 먹는 물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1)

이에 ‘캠프 캐럴 고엽제 진상규명 민간대책협의회’

는 환경조사에 대한 전면 재조사, 다이옥신을 포함

한 모든 화학물질의 오염에 대한 조사 및 주민건강

피해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후 2011년 8월 5일 한미공동조사단의 중간결과

보고에서 기지내부 지하수 조사 결과 고엽제 주요 오

염물질인 2,3,7,8-tetrachlorodibenzo-ρ-dioxin(2,3,7,8-

TCDD, 다이옥신)는 정량한계 미만이었고, 일부 관

측정에서 다이옥신류가 극미량 검출된 것으로 보고

하였다. 그 외 유기염소계 농약, TCE, PCE 등도 일

부 검출되었으며 기지 외부 토양 및 하천퇴적물 오

염조사 결과도 지하수 검사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보

였다(‘12.12.29 최종보고에서 고엽제 매립은 확인하

지 못한 것으로 발표).2)

일련의 상황으로 지역주민의 불안 증가에 따라 정

부, 민간단체, 학계 등이 유해물질 노출 및 노출로

인한 질병 관련성 파악을 위한 단계적 역학조사 필

요성을 인식하였다. 1단계 연구로 노출 추정지역 인

근 주민들의 유해요인 노출유무와 관련된 질병 규모

를 파악하고, 1단계 결과를 통해 2단계 조사 표본대

상자를 선정하여 건강검진 및 생체시료 분석 등을

실시하여 노출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국

가통계자료 분석을 병행하여 비교지역과의 차이점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2011년 8월 31일 민·관

공동조사팀을 구성해 고엽제 매립 추정 지역 인근에

위치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단계적 건강영향 평가

중 1단계 조사로 ‘설문조사에 근거한 캠프 캐럴 인

근 주민의 건강수준’을 실시하였다. 

II. 재료 및 방법

1. 연구대상 

캠프 캐럴 내 고엽제 매립 추정 지역에 인접한 칠

곡군 왜관읍 석전1, 10리, 매원3리, 왜관9, 10, 11,

18리, 아곡리 등 8개리를 조사대상 지역으로 선정하

였다. 그리고 2011년 8월 31일 당시 조사대상 지역

에 1년 이상 거주한 전 주민 2,519세대, 6,589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조사지역 내 전체 대상자 2,519세대 6,589명 중 5,466

명(82.9%)을 조사 완료하였다. 이중 중복조사자, 사망

자, 조사지역 외 거주자 및 이주민, 1년 미만 거주자 등

분석에 포함하기 곤란한 146명을 제외한 총 5,320명

(80.7%)을 1차 설문조사 최종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연구방법

1) 설문조사 

2011년 9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조사대상 지

역주민을 대상으로 가구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세대

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를 통해 전 가구원을 조사

하였다. 부득이한 경우 가구 구성원 중 만 20세 이

상의 가구원을 통해 조사하였다. 조사원들이 조사대

상 가구를 직접 방문하거나 마을회관 같은 특정 지

역에 모이게 하여, 조사자가 문항과 보기를 불러주

고 응답자가 대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설문문항은 인적사항, 가족구성원, 직업력 등 일반

적 사항과 유해요인 노출 평가를위한 왜관지역 지하

수(우물 포함) 섭취력, 거주력, 유해요인 노출에 의한

인체 영향평가를 위한 질병력을 포함하였다. 질병력

은 고엽제 관련 질병을 위주로 지하수, 토양, 하천 등

의 환경 검사결과에서 검출된 유기염소계 농약, TCE,

PCE 등의 유해인자들도 일부 관련성이 있다고 알려

진 암, 고혈압, 당뇨병, 파킨슨병, 다발성골수종, 아밀

로이드증, 말초신경병증, 피부포피린증, 자식에서의 척

추이분증 등 9개 질병과 호흡기 노출을 고려하여 천

식을 포함하여 과거 의사 진단력을 조사하였다. 그 외

질병에 대하여는 기타 질병 문항에서 조사하였다. 

설문 조사자는 학사 이상 또는 현재 대학교 재학

생들로 구성하였으며 설문의 표준화를 위해 설문조

사자 전원을 대상으로 설문 교육을 1회 이상 실시

하였고, 설문 실시 후 연구진이 완료 설문지를 검토

하여 잘못된 부분이나 누락된 부분을 모두 점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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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하였다. 설문 입력자는 간호학과 재학생들로

구성하였으며, 설문입력 교육을 1회 이상 실시하였

고, 입력 후 연구진이 입력 오류를 점검하였다. 

이 연구는 동국대학교경주병원 임상시험위원회 심

의를 통과하였고(과제번호 경임 12-6, 심의일 2012

년 2월 6일), 연구 참여자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아 시

행하였다.

2) 1차 설문조사 신뢰도 평가

1차 설문조사에서 암 의사 진단력의 신뢰도를 확

인하기 위하여 만 30세 이상 1차 및 2차 설문조사

및 건강검진을 모두 실시한 844명을 대상으로 암 설

문응답의 과소과대평가를 확인하였다. 2차 설문조사

및 건강검진에서 검진의사가 직접 암 진단병원, 치

료방법 등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2차 설문조사 및 건

강검진 결과를 황금기준으로 하여, 1차 설문조사 암

의사 진단력의 과대 또는 과소 측정 여부를 확인하였다.

3) 노출평가 

고엽제 매립 추정시기로부터 30년이 지난 시점에

조사를 시작하여 연도별 소화기 노출, 호흡기 노출 등

정확한 노출 분석이 불가능하여, 노출평가는 왜관 지

하수 섭취기간과 왜관 거주기간으로 평가하였다. 왜

관 지하수 섭취 및 왜관 거주기간에는 하루 섭취량,

섭취 빈도, 하루 왜관 거주시간 등은 고려하지 않았다.

4) 통계분석

1차 설문조사 분석의 모든 통계검정은 SPSS 18.0

for Windows(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연령(30-49세, 50-69세, 70세 이상

의 세 개의 분류로 나누어 사용하였음), 캠프 캐럴

근무 유무, 흡연, 왜관 지하수 섭취기간, 왜관 거주

기간은 변수 사이의 상호작용 및 다중공선성을 확인

하여 모두 범주화 처리하였다. 질병과의 관련성은 로

짓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유의수준 α가 0.05 미만일

경우(p<0.05) 유의하다고 판단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

1차 설문조사 최종 분석대상은 총 5,320명 중 성

별로는 남자가 2,606명(49.0%), 여자가 2,714명

(51.0%)이었고, 연령별로는 30대가 1,017명(19.1%),

40대가 856명(16.1%), 9세 이하가 722명(13.6%) 등

의 순이었다(Table 1).

설문조사 당시 현재 가정에서 사용하는 음용수에

대한 문항에서 지하수(우물 포함) 사용자는 113명

(2.1%), 상수도 4,851명(91.2%), 지하수와 상수도 모

두 사용자는 199명(3.7%), 기타(생수, 정수기 등) 146

명(2.7%), 모름 또는 미상 11명(0.2%)이었다. 

왜관 내 지하수 섭취기간별 분류에서 왜관 지하수

1년 미만 섭취군은 3명으로(각각 2개월, 4개월, 5개

월 섭취) 한 번도 섭취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

들과 같이 비섭취군으로 분류하였다. 비섭취군은

3,230명(60.8%)이었고, 섭취군 중에서는 30년 이상

섭취한 군이 577명(10.8%)으로 가장 많았다. 남자와

여자 모두 전체 분포와 유사하였다. 지하수 섭취기

록이 없는 사람은 7명으로 이들은 왜관 지하수 섭

취관련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왜관 거주기간에 따른 분포는 거주기간 9년 이하

가 2,467명(46.4%)으로 제일 많았고, 거주 기간 30

년 이상이 1,266명(23.8%) 순이었다. 왜관 거주기간

과 왜관 지하수 섭취기간의 Pearson 상관계수는 0.78

로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왜관 지하수 섭취

유무에 따라 비섭취군에서는 거주기간 9년 이하가

2,147명(66.5%)으로 가장 많았고, 섭취군에서는 거

주기간 30년 이상이 1,021명(49.0%)으로 가장 많았

다. 흡연 유무에 따른 분포는 현재 흡연자 1,053명

(19.8%), 과거 흡연자 318명(6.0%), 비흡연자 3,949

명(74.2%)이었다(Table 2).

Table 1. Distribution of subjects according to gender and
age

Age (yrs) Male (%) Female (%) Total (%)

 ~9 384 (14.7) 338 (12.5) 722 (13.6)

10~19 317 (12.2) 307 (11.3) 624 (11.7)

20~29 266 (10.2) 273 (10.1) 539 (10.1)

30~39 507 (19.5) 510 (18.8) 1,017 (19.1)

40~49 443 (17.0) 413 (15.2) 856 (16.1)

50~59 298 (11.4) 300 (11.1) 598 (11.2)

60~69 163 ( 6.3) 223 ( 8.2) 386 ( 7.3)

70~79 165 ( 6.3) 278 (10.2) 443 ( 8.3)

80 and over 63 ( 2.4) 72 ( 2.7) 135 ( 2.5)

Total 2,606 (49.0) 2,714 (51.0) 5,320 (100.0)



설문조사에 근거한 캠프 캐럴 인근 주민의 건강수준 315

http://www.kseh.org/ J Environ Health Sci 2013: 39(4): 312-321

기타 캠프 캐럴 내 작업 경험자 243명(4.6%)이었

고, 이중 남자 215명(남자의 8.3%), 여자 28명(여자

의 1.0%)이었다. 베트남전 참전자는 남자 34명(남자

의 1.3%)이었다.

2. 질병 의사 진단력 분석 결과

왜관 지하수 섭취 유무 미상 7명 포함한 전체 5,320

명 중 설문에서 의사에게 진단받은 적이 있다고 응

답한 질병 의사 진단율은 암이 97명(1.8%), 고혈압

490명(9.2%), 당뇨병 231명(4.3%) 등이었다. 왜관 지

하수 섭취 유무에 따라 암은 비섭취군에서 25명

(0.8%), 섭취군에서 72명(3.5%)이었다. 고혈압은 비

섭취군에서 148명(4.6%), 섭취군에서 342명(16.4%)

이었다. 당뇨병은 비섭취군에서 83명(2.6%), 섭취군

에서 148명(7.1%)이었다. 천식은 비섭취군에서 31명

(1.0%), 섭취군에서 69명(3.3%)이었다. 기타 질병들

은 모두 1% 미만의 의사 진단율을 보였다(Table 3). 

(1) 왜관 지하수 섭취에 따른 질병별 로짓 회귀분석

전체 최종분석 대상자 5,320명 중 왜관 지하수 섭

취 여부 확인이 가능한 만 30세 이상 대상자 3,430

명에 대하여 각 성별로 암, 고혈압, 당뇨병 등 3가

지 만성 질병에 대한 로짓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 1’은 연령(만 30세 이상), 흡연, 캠프 캐럴 근무

경험 유무, 왜관 지하수 섭취를 보정한 모델로 암, 고

혈압, 당뇨병 각각의 의사 진단율을 비교하였다. ‘모

형 2’는 ‘모형 1’에서 왜관 지하수 섭취 변수 대신

에 왜관 거주기간을 투입하여 각 질병별 의사 진단

율을 비교하였다.

모형 1에 의한 남자 대상자의 암 분포에서 왜관 지

하수 ‘비섭취군’에 비하여 ‘1~9년 이하 섭취군’ 및 ‘10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Variable Male Female Total

Length of ingestion (yrs)

Non ingestion 1,574 (60.5) 1,656 (61.1) 3,230 (60.8) 

1~4 193 (7.4) 182 (6.7) 375 (7.1) 

5~9 164 (6.3) 162 (6.0) 326 (6.1) 

10~14 149 (5.7) 165 (6.1) 314 (5.9) 

15~19 102 (3.9) 103 (3.8) 205 (3.9) 

20~24 81 (3.1) 88 (3.2) 169 (3.2)

25~29 62 (2.4) 55 (2.0) 117 (2.2)

30~ 278 (10.7) 299 (11.0) 577 (10.8)

Unknown 3 (0.1) 4 (0.1) 7 (0.1) 

Length of residence (yrs)

~9 1,210 (46.4) 1,257 (46.3) 2,467 (46.4)

10~29 770 (29.5) 817 (30.1) 1,587 (29.8)

30~ 626 (24.0) 640 (23.6) 1,266 (23.8)

Smoking

Current smoker 991 (38.1) 61 (2.2) 1,053 (19.8)

Never smoker 1,324 (50.8) 2,625 (96.7) 3,949 (74.2)

Ex-smoker 290 (11.1) 28 (1.0) 318 (6.0)

Total 2,606 (49.0) 2,714 (51.0) 5,320 (100.0) 

Table 3. Distribution physician-diagnosed cases according to groundwater ingestion in Waegwan

Disease
Non-ingestion (N=3,230) Ingestion (N=2,083) Total (N=5,320) 

No. of physician-
diagnosed cases (%)

No. of physician-
diagnosed cases (%)

No. of physician-
diagnosed cases (%)

Cancer 25 (0.8) 72* (3.5) 97 (1.8)

Hypertension 148 (4.6) 342* (16.4) 490 (9.2)

Diabetes mellitus 83 (2.6) 148* (7.1) 231 (4.3)

Asthma 31 (1.0) 69* (3.3) 101 (1.9)

Parkinson’s disease 1 (0.1) 3 (0.1) 4 (0.1)

Peripheral neuropathy 1 (0.1) 5 (0.2) 6 (0.1)

Ischemic heart disease 4 (0.1) 21 (1.0) 25 (0.5)

Amyloidosis 0 (0.0) 0 (0.0) 0 (0.0)

Porphyria cutanea tarda 0 (0.0) 13 (0.6) 13 (0.2)

Spina bifida in offspring 1 (0.1) 2 (0.1) 3 (0.1)

*p<0.05 by chi-squar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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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이상 섭취군’ 모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여자에

서는 왜관 지하수 ‘비섭취군’에 비하여 ‘1~9년 이하

섭취군’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비섭취군’에 비하

여 ‘10년 이상 섭취군’은 교차비 2.55(95% 신뢰구간;

1.334.89)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섭취기간이 증가할

수록 유의하게 암환자 분포가 증가하였다(p<0.05).

모형 1에 의한 남자 대상자의 고혈압 분포에서 왜

관 지하수 ‘비섭취군’에 비하여 ‘1~9년 이하 섭취군’

및 ‘10년 이상 섭취군’ 모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여자에서는 왜관 지하수 ‘비섭취군’에 비하여 ‘1~9

년 이하 섭취군’은 교차비 1.97(95% 신뢰구간;

1.22~3.18), ‘비섭취군’에 비하여 ‘10년 이상 섭취군’

은 교차비 1.95(95% 신뢰구간; 1.39~2.73)으로 유의

하게 높았으며 섭취기간이 증가할수록 유의하게 고

혈압환자 분포가 증가하였다(p<0.05).

모형 1에 의한 남자 대상자의 당뇨병 분포에서

왜관 지하수 ‘비섭취군’, ‘1~9년 이하 섭취군’, ‘10

년 이상 섭취군’ 모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여자

에서는 왜관 지하수 ‘비섭취군’, ‘1~9년 이하 섭취군’,

‘10년 이상 섭취군’ 모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Table 4).

(2) 왜관 거주기간에 따른 질병별 로짓 회귀분석

모형 2에 따른 각 질병별 분석에서 남자, 여자 모

두 암과 고혈압에서 거주력이 길수록 의사 진단율이

높았고, 당뇨병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5).

Table 4. The results of statistical analysis by Model 1

Length of groundwater ingestion in 
Waegwan (yrs)

Subjects No. of physician- diagnosed cases OR (95%C.I.) 

Cancer (Male)

Non-ingestion 876 10 (1.1) 1.00

1~9 204 3 (1.5) 0.97 (0.26~3.65)

10 and over 556 24 (4.3) 1.70 (0.76~3.79) 

Cancer (Female*) 

Non-ingestion 956 15 (1.6) 1.00

1~9 217 8 (3.7) 2.08 (0.86~5.01) 

10 and over† 621 37 (6.0) 2.55 (1.33~4.89) 

Hypertention (Male) 

Non-ingestion 876 77 (8.8) 1.00

1~9 204 24 (11.8) 1.07 (0.63~1.80)

10 and over 556 123 (22.1) 1.33 (0.93~1.89)

Hypertention (Female*) 

Non-ingestion 956 67 (7.0) 1.00

1~9† 217 33 (15.2) 1.97 (1.22~3.18)

10 and over† 621 161 (25.9) 1.95 (1.39~2.73)

Diabetes Mellitus (Male) 

Non-ingestion 876 45 (5.1) 1.00

1~9 204 16 (7.8) 1.24 (0.67~2.29)

10 and over 556 60 (10.8) 1.09 (0.70~1.70)

Diabetes Mellitus (Female) 

Non-ingestion 956 36 (3.8) 1.00

1~9 217 8 (3.7) 0.78 (0.35~1.73)

10 and over 621 60 (9.7) 1.31 (0.82~2.08)

*p Trend<0.05, †p<0.05
adjusted by age, smoking, working history of Camp Carro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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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차 설문조사 신뢰도 평가

1차 설문조사와 2차 설문조사 및 건강검진을 모

두 시행한 대상자들의 암 의사 진단율을 비교한 결

과 1차 설문조사에서의 의사 진단율이 2차 설문조

사 및 건강검진보다 낮아서 1차 설문조사의 의사

진단율이 과소평가 가능성이 있었다. 또한 과소평

가의 정도도 비섭취군과 섭취군 사이에 차이가 있

었다. 왜관 지하수 비섭취군의 경우 2차 설문조사

및 건강검진에서 암이 있다고 한 8명 중 4명이 1

차 설문조사에서 암이 없다고 보고하여 1차 설문

조사에서 암환자 수가 50.0%정도 과소 추정 가능

성이 있었으며, 섭취군의 경우 2차 설문조사 및 건

강검진에서 암이 있다고 한 응답자 52명 중 21명

이 1차 설문조사에는 암이 없다고 응답하여 1차 설

문조사에서 암환자 수가 40.4%정도 과소 추정 가

능성이 있었다(Table 6).

IV. 고 찰

경북 칠곡군 왜관읍 주민건강영향조사는 미군부대

캠프 캐럴 내 고엽제 매립 의혹에 따라 다이옥신에

대한 주민 건강영향 역학조사 요구로 실시되었다. 하

지만 매립 의혹 보도 후 실시된 한미공동 환경 조

사에서 고엽제 매립 흔적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다

만 지하수 등에서 TCE, PCE, 유기염소계 농약 등

이 검출됨에 따라 다이옥신 매립은 있었다는 가정하

에 여러 유해물질의 복합적 오염에 따른 포괄적인

건강영향 평가를 실시하였다. 건강영향조사는 단계

Table 5. The results of statistical analysis by Model 2

Length of residence in Waegwan (yrs) Subjects No. of physician- diagnosed cases OR (95%C.I.) 

Cancer (Male*)

~9 615 2 (0.3) 1.00

10~29 403 5 (1.2) 2.98 (0.57~15.59) 

30 and over† 621 30 (4.8) 7.38 (1.69~32.27) 

Cancer (Female*) 

~9 658 11 (1.7) 1.00

10~29 501 12 (2.4) 1.32 (0.57~3.05) 

30 and over† 637 37 (5.8) 2.19 (1.06~4.56) 

Hypertention (Male*) 

~9 615 41 (6.7) 1.00

10~29† 403 51 (12.7) 1.61 (1.02~2.54) 

30 and ove† 621 132 (21.3) 1.64 (1.07~2.49) 

Hypertention (Female*) 

~9 658 43 (6.5) 1.00

10~29† 501 59 (11.8) 1.67 (1.08~2.60) 

30 and over† 637 159 (25.0) 1.75 (1.18~2.60) 

Diabetes Mellitus (Male) 

~9 615 23 (3.7) 1.00

10~29 403 30 (7.4) 1.64 (0.93~2.91) 

30 and over 621 68 (11.0) 1.51 (0.88~2.59) 

Diabetes Mellitus (Female) 

~9 658 18 (2.7) 1.00

10~29 501 23 (4.6) 1.47 (0.78~2.80)

30 and over 637 63 (9.9) 1.75 (0.99~3.10)

*p Trend<0.05, †p<0.05
adjusted by age, smoking, working history of Camp Carro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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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평가로 계획되었으며 1단계 연구에서 설문조사를

통해 전체 지역주민의 노출 및 노출관련 건강 영향

의 실태 및 노출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2단계 연

구 시행에 노출력, 거주지역, 노출원과의 거리 등 대

상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조사에서 대상자는 6천명이 넘는 대규모 모집단이

었다. 표본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지만 실제 표본을 뽑더라도 참여율이 낮아지면 모

집단을 대표할 수 없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목표로

하였다. 전체 대상자의 80%가 넘는 대상자를 조사

하였는데, 결과에는 제시하지 하지 않았지만 조사하

지 못한 20%의 조사 미실시 사유분석에서 미거주,

병원 입원 거주자 등 실제 조사 대상자로 분류하기

힘든 대상자들이 많아 조사할 수 있는 대상자는 대

부분 조사한 것으로 판단한다.3)

환경오염에 대한 연구는 코호트 연구나 환자-대조

군 연구 시행이 영향 평가에 객관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어 다이옥신 관련 환경오염의 대표적인 사례인

이탈리아 세베소 사건, Love canal 사건, Woburn의

TCE 오염 등에서도 지속적인 코호트 환경역학 연구

또는 환자-대조군 연구를 통하여 여러 건강영향을

관찰하였다.4-6) 그러나 이번 사건과 같이 정확한 인

체 노출 유무와 노출 수준, 관련 질병 수준이 어떠

한지 모르는 상황에는 단면연구를 시행하여 그 수준

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이후에 객관적 결과를 도

출할 수 있는 연구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환경역학조사에서 중시되는 것이 노출 평가인데,7-11)

이 연구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평가는 유해

물질 노출 기간을 어떤 도구로 측정하는 것이었다.

노출평가는 군사기록을 통한 고엽제 사용 확인, 개

인별 노출지표 산정, 다이옥신 동류물의 체내 농도

측정 등의 여러 방법이 있으나 어느 것도 확실한 방

법이 되지는 못한다고 하였다.1) 고엽제는 불용성이

지만 유기물이 있는 수계에서는 탈착되어 이동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12) 이 사건의 경우 고

엽제 매립에 의한 누출이 지하수의 노출경로를 따라

소화기 노출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었기에 지하수 섭

취력을 노출평가에 사용하였다. 또한 캠프 캐럴 인

근에 거주한 것 자체만으로도 호흡기나 소화기 등을

통한 노출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번 사

건과 같이 여러 환경요인들이 동시에 노출되었고 시

간이 오래 경과한 경우 자료 확보 문제로 노출인자

평가에 여러 가지 제한점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노

출-반응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노출 수준의

분포를 다양하게 확보하는 것도 필요한데,7-11) 이 연

구는 최초노출 추정시점이 30여 년이 지나 직접적

Table 6. Reliability evaluation between first survey and secondary survey for cancer

Group* Non-ingestion group Ingestion group

1. Male and Female
Cancer on 1st survey

Total
Cancer on 1st survey

Total
No Yes No Yes

Cancer on 2nd 
survey

No 176 (97.8) 0 (0.0) 176 (95.7) 606 (96.7) 2 (6.1) 608 (92.1)

Yes 4 (2.2) 4 (100.0) 8 (4.3) 21 (3.3) 31 (93.9) 52 (7.9)

Total 180 (97.8) 4 (2.2) 184 (100.0) 627 (95.0) 33 (5.0) 660 (100.0)

2. Male
Cancer on 1st survey

Total
Cancer on 1st survey

Total
No Yes No Yes

Cancer on 2nd 
survey

No 72 (100.0) 0 (0.0) 72 (94.7) 268 (97.5) 1 (6.7) 269 (92.8)

Yes 0 (0.0) 4 (100.0) 4 (5.3) 7 (2.5) 14 (93.3) 21 (7.2)

Total 72 (94.7) 4 (5.3) 76 (100) 275 (94.8) 15 (5.2) 290 (100.0)

3. Female
Cancer on 1st survey

Total
Cancer on 1st survey

Total
No Yes No Yes 

Cancer on 2nd 
survey 

No 104 (96.3) 0 (0.0) 104 (96.3) 338 (96) 1 (5.6) 339 (91.6)

Yes 4 (3.7) 0 (0.0) 4 (3.7) 14 (4.0) 17 (94.4) 31 (8.4)

Total 108 (100.0) 0 (0.0) 108 (100.0) 352 (95.1) 18 (4.9) 370 (100.0)

*according to Waegwan groundwater ing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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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노출 평가는 할 수 없었다. 이를 평가하기 위해

서는 설문을 통해 왜관 지하수 섭취력과 왜관 거주

력이라는 노출 대리지표를 조사할 수밖에 없었다. 이

러한 대리지표는 정보 바이어스의 노출에 대한 분류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 2단계 연구에서는 이를 보

완하기 위해 생체시료를 측정하였지만 1단계 연구에

서는 설문을 통한 조사여서 노출평가에 한계가 있다.

또한 다이옥신의 경우 식이에 의한 체내 누적도 평

가해야 하지만 과거의 식이까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는 없어 1차 설문조사에서는 제외하였다. 

다음으로 평가해야 할 사항은 질병의 발생 또는

유병수준이다. 이에 대한 건강영향 평가는 상기 언

급한 여러 유해물질들이 일으킬 수 있는 대표적인

만성질환인 암, 고혈압, 당뇨병 등에 대하여 조사하

였다. 그러나 이러한 질병은 환경요인 뿐 아니라 개

인적 생활습관, 유전적 감수성(susceptibility) 및 동

시에 노출된 다른 환경요인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

으므로, 생활 습관 등을 보정하기 위하여 이 조사에

서는 흡연, 베트남 참전, 캠프캐럴 부대 근무력 등

을 조사하였다. 베트남 참전의 경우 그 수가 매우

적어 실제 보정에는 적용하지 못하였다. 또한, 유해

요인에 의해 암 등의 질병이 발생하였더라도 사망한

사람들은 조사하지 못해 왜관 지하수 섭취군 만성질

환 발생자수의 과소측정 가능성이 있다.

조사 방식에 있어 가구설문을 적용하였는데, 이는

다른 가족들의 정보를 확보하는 측면에서 개별면접

설문보다는 정보 바이어스 등으로 정확도가 떨어지

지만 6천명이 넘는 대상자를 단시간에 저비용으로

조사하기 위한 최선의 방식이었다. 가족의 노출력이

나 질병력을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만 20

세 이상의 성인만을 조사하여 가구설문의 제한점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1차 설문조사 분석결과 만 30세 이상에서 왜관 지

하수 섭취기간이 길수록 높은 의사 진단율을 보인

질병은 남자에서는 없었고, 여자에서는 암, 고혈압이

었다. 만 30세 이상에서 왜관 거주기간이 길수록 높

은 의사 진단율을 보인 질병은 남자, 여자 모두 암,

고혈압이었다. 이렇게 왜관 지하수 섭취군이나 거주

력이 긴 대상자에서 만성질병의 의사 진단율이 높았

는데 이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

첫째, 실제 왜관 지하수 섭취에 의하여 발생이 높

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 다이옥신류, 유기염소계 농약

류, TCE, PCE 등 유해화학물질들이 왜관 지하수 환

경검사에서 검출되었고, 이러한 물질들은 암 등의 만

성질병 발생 위험요인들이다. 다이옥신은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IARC)에서 Group

1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암은 모든 암이 관련

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3) TCE, PCE는 IARC

Group 2A로 백혈병, 담도암, 간암, 식도암이 관련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14-17) 유기염소계 농약류

는 세부 종류별로 IARC 2B, 3 또는 미분류 등 다

양하며 관련 있는 암으로는 간암, 유방암이 있다.18,19)

다만 유기염소계 농약류, TCE, PCE의 경우 고혈압,

당뇨병과의 관련성은 연구마다 결과가 다양하며 그

관련성을 명확하게 확정짓지는 못하였다.14-19)

둘째, 1차 설문조사에서 왜관 지하수 비섭취군의

질병 의사 진단율이 과소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앞서 가구설문조사가 개인면접설문조사보다 정확성

이 떨어질 수 있다고 언급하였는데, 이를 평가하기

위해 2차 설문조사 및 건강검진에서 질병에 대하여

재차 질문하여 1차 설문조사의 신뢰도를 점검하였다.

2차 설문조사 및 건강검진을 황금기준으로 가정하였

을 때 성별로 차이는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비섭취군

의 질병 의사 진단율이 섭취군보다 대부분의 질병에

서 과소평가 경향성을 보였다. 즉 정보 바이어스 측

면에서 1차 설문조사에서 비섭취군이 과소측정으로

섭취군의 위험도가 과대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2차 설문조사 및 건강검진에 참여한 대상자

(1차 설문조사 완료자의 약 20%)만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1차 설문조사 완료자 5,320명 전체를 추정하

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셋째, 만성 질병이 있는 왜관 지하수 섭취군이 질

병이 없거나 왜관 지하수 섭취력이 없는 집단보다

연구에 더 많이 참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2011년

8월 기준으로 조사대상자 80%를 넘게 조사하여 그

가능성은 떨어지지만 나머지 20% 정도 대상자가 노

출력과 관련된 어떤 특성 파악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넷째, 건강한 사람들이 조사대상지역으로 주로 이

주해 왔을 가능성이 있다. 왜관 거주기간 9년 이하

대상자 분포를 살펴보면 왜관 지하수 비섭취군에서

는 66.5%를 차지하고 있고, 섭취군에서는 15.4%를

차지하고 있다. 즉, 비섭취군의 대부분은 왜관 조사

대상지역의 거주기간이 짧은 외부에서 이주해온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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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들이다. 타지에서 이사를 올 경우 암과 같은 중환

이 있을 경우 이주해 오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

다섯째, 차별적 오분류의 가능성이 있다. 이 조사

에서 노출력을 가늠하는 지표는 왜관 지하수 섭취

유무인데, 지역주민에서도 지하수의 유해요인 검출

사실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지하수 섭취가 있는

사람은 본인 또는 가족의 과거 의사 진단력을 더 잘

기억했을 가능성이 있다.

여섯째, 노출과 질병의 선후관계를 알지 못하는 단

면연구의 한계이다.20) 연구 설계 및 시작이 고엽제

매립 추정 시점인 1978년부터 이루어 졌다면 왜관

지하수 섭취기간이나 다른 노출경로에 대한 측정으

로 관찰기간을 산출하고 질병 발생 유무를 비교하여

선후관계가 명확한 평가가 이뤄졌을 것이나, 매립 추

정 시점으로부터 30여 년이 지나 조사를 시작하여

이러한 면을 평가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 연구에서 조사된 왜관 지하수 섭취력, 가구원

및 주소지, 노출원과의 거리 등을 통해 2단계 조사

인 캠프 캐럴 인근 선별 주민에 대한 건강검진과 생

체시료 조사 대상자 선정에 활용하였고, 건강검진결

과 및 생체시료 측정결과와 노출력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데 기초자료로 사용하였다. 또한 2단계 선

별 주민 설문조사와의 비교를 통하여 설문조사의 과

소 또는 과다 측정될 수 있는 가능성도 파악할 수

있었다.

V. 결 론

2011년 5월 19일 퇴역 미군의 베트남 지역에서 사

용한 ‘Agent Orange’ 표시가 부착된 드럼통을 1978

년경 캠프 캐럴에 매립했다는 인터뷰 보도 이후 지

역주민의 불안 증가에 따라 유해물질 노출 및 노출

로 인한 질병 관련성 파악을 위한 1단계 주민 역학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전체 주민 대상 설문조사에서 여자 왜관 지하수

섭취군이 비섭취군보다 암, 고혈압 등 만성질병 의

사 진단율이 높아 지하수 섭취에 의한 만성 질병 발

생 증가 가능성이 있었다. 왜관 거주력이 긴 남자

및 여자에서 암, 고혈압의 의사 진단율이 높아 거주

기간에 의한 만성 질병 발생 증가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왜관 지하수 비섭취군(비노출군)의 의사 진

단율이 과소평가되어 교차비가 과대평가되었을 가능

성, 차별적 오분류, 단면연구 등 여러 가지 해석 및

제한점이 있으므로 결과 해석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

다. 이 연구는 고엽제 매립 의혹 및 환경조사에서

검출된 TCE, PCE, 유기염소계 농약 등 복합적 유

해요인 노출에 따른 지역주민의 건강영향 관련성을

검토하였고, 왜관 지하수 섭취력, 가구원 및 주소지,

노출원과의 거리 등을 토대로 노출과 생체시료 관련

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캠프 캐럴 인근 선별 주민

에 대한 건강검진’ 대상자 선정의 기초자료를 마련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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