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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As the suspicion was raised that ‘Agent Orange’ was reclaimed 30 years ago at Camp Carol, located
in Waegwan, Gyeongsangbuk-do, the government conducted an investigation of the influence of environmental
and health effects around Camp Carol through a public-private joint investigation team. As part of the
investigation of population health effects, this study was carried out in order to observe changes and regional
differences in diseases, particularly cancer, by year.

Methods: We authors conducted an analysis of secondary health data, such as cancer registration data, mortality
data, and health insurance data. We drew an age standardized incidence ratio (SIR), death rate (SDR), mortality
ratio (SMR), and health care utilization rate using these data. 

Results: For gastric cancer in women, and other cancers in men, a significant increase in incidence was observed
compared to the control area. For biliary tract cancer, gallbladder cancer, and thyroid cancer in women, and
prostate cancer in men, a significant decrease in incidence was observed compared to the control area. In the
national statistical analysis of data, such as health insurance data and mortality data, we did not observe a
significant increase at the Waegwan region compared to other regions.

Conclusions: We must consider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Because thirty years have passed from the time of
the estimated landfill of ‘Agent Orange’, recent national statistical data may not reflect the past real situation.
Therefore, the monitoring of secondary data for health effects at the municipal level should be carried out
continuous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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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경북 왜관에 위치한 캠프 캐럴에 과거 30년 전에

고엽제를 매립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민관공동조사팀을 구성하여 캠프 캐럴 인근 지역에

대한 환경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와

학계는 고엽제 매립 추정 지역 인근에 위치한 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

하였다.1) 환경성질환은 일반적으로 질병과 원인물질

간에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여할 뿐만 아니라 비

환경적 요인이 함께 작용하고, 일반적으로 긴 잠복기

를 가진다는 점2)에서 고엽제 매립 추정 후 30년이 지

난 시점에서, 더구나 이번 조사와 같이 노출여부가 불

확실한 상황에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많은 제

한점이 따를 수밖에 없다. 다만 한미공동조사단의 환

경조사에서 확인된 고엽제(검출한계 미만) 를 비롯한

Perchloroethylene(PCE), Trichloroethylene (TCE), 유

기염소계 농약 등이 노출에 대한 유일한 단서였고,

현실적으로 이를 바탕으로 원인 규명을 위한 연구

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건강영향의 측면에서 고

엽제,3-6) TCE/PCE,7-13) 유기염소계 농약14,15) 등은 다

양한 질병을 유발하지만, 특히 단독 또는 복합적으

로 작용하여 다양한 장기에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민들의 주요 관심도 백혈병을 비롯

한 암 발생에 높은 만큼 위 물질과 암 발생간의 관

련성을 최대한 규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건강영향조사에서 전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

문 및 건강검진을 통하여 과거 또는 현재의 질병

상태를 직접 조사하는 것은 여러 제한점이 있다. 조

사를 하더라도 조사 대상자가 전체 인구를 대표하

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과거 기억을 못하는 경

우,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조사에서 누락되기도 한

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광범위한 시간과 공간 영

역에서 일부 지역의 질병 상태를 신속하고, 경제적

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차 자료를 분석하는 방

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또한 광범위한 표본을 대

상으로 표준화된 자료 수집과정으로 이미 신뢰도가

확보된 자료이기 때문에 목적에 맞게 잘 이용만 한

다면 원인 규명에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16) 이

차 자료란 연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신고·보고되고, 조사된 자료 중 연구자가 역학 연

구에 활용하는 자료로 인구자료와 사망자료, 건강

보험자료, 병원자료, 감염병 신고자료, 등록자료와

중앙과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국민건강조사 등이 있

다.17)

이 연구는 주민건강영향조사의 일부분으로 환경오

염물질에 의한 노출이 추정되는 왜관주변 지역주민

을 대상으로 암등록 자료, 사망원인 및 건강보험이

용 자료 등을 분석하여 고엽제를 비롯한 유기염소계

농약, TCE, PCE 등의 환경오염물질에 의한 암발생

률, 암 사망률, 의료이용률 등의 연도별 변화와 지

역별 차이를 관찰하기 위해 시행하였다.

II. 재료 및 방법

1. 연구대상

1) 암등록 자료

암등록 자료는 1999년~2008년의 대구·경북 지역

암등록사업 자료를 이용하였다. 대구·경북 지역암

등록사업은 정확한 암발생률을 산출하고 암발생과

관계된 자료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하여 수

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1997년부터 대구지역 암등록

사업을 시작하였고, 1999년부터 경북지역 암등록사업

을 시작하였다. 2001년에 WHO 산하의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IARC)의 회원으로

가입하였으며, 2003년 대구지역 암 발생통계가 Cancer

Incidence in Five Continenets(CI5) 8판에 수록된 바

있다. 연앙인구는 통계청의 주민등록인구를 이용하

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분석 대상 암종은 국가암등

록사업 연례보고서에는 ‘Cancer Incidence in Five

Continents, C15’ 9판18)의 기준에 따른 61개 암종과

수정한 24개 암종으로 암 발생률을 제시한다. 하지

만 이 연구에서는 61개 암종으로 나누어 분석할 경

우, 특정 암에서는 발생자수가 너무 적어 신뢰도가

감소하는 문제로 인하여 24개 암종별로 분류하여 분

석하였다. 

2) 사망 원인 자료

직접표준화사망률이외에 사망위험을 쉽게 비교할

수 있는 성별, 연령표준화사망비를 분석하기 위하여

2005년-2009년의 5개년 간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사

망 원시자료를 이용하였다. 왜관읍의 경우 사망 원

시자료가 불충분(현재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원시자

료는 시·군·구 단위 미만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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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기 때문에 직접 왜관읍 사무소에 보관되어 있는

2007-2009년 3개년의 사망신고서 자료를 이용하였

다. 표준인구는 통계청에서 제공한 시군구별 성별,

연령별 주민등록인구를 이용하였고, 사망원인별(각

질병) 사망자 수는 통계청에서 제공한 사망원인 원

시자료로부터 직접 산출하였다. 대상질병은 한국표

준질병·사인분류
 

(통계청고시 2007-4호)에 의해

전체사인 중 환경성 건강영향이 인정되고 관심이 있

는 전체 암(C00-C97), 혈액암(C81-C96), 빈도가 높

은 소화기계 암인 위암(C16), 대장암(C18-21)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3) 국민건강보험 자료

의료이용 관련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수진기준(양방기준, 진료실

인원은 약국 제외)에 따라서 얻어졌다. 비급여 및

의료급여는 제외하였다. 분석대상 상병명으로는 고

엽제 노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질병3-6)을 중

심으로 전체 암, 비호지킨림프종, 연조직의 카포시

육종, 카포시육종, 결합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말초신경병, 만발성 피부포르피린증, 호지킨병, 폐

암, 후두암, 기관암, 다발성 골수종, 전립샘암, 버거

병,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인슐린-의존 및 상세불

명 당뇨병, 만성림프성백혈병, 만성골수성백혈병, 광

민감피부염, 심상성건선, 지루성피부염, 만성담마진,

파킨슨병, 중추신경계통의 염증성 질병, 추체외로

및 운동 장애, 신경계통의 퇴행성 질환, 중추신경

계통의 탈수초질환, 우발적 및 발작적 장애, 뇌성

마비 및 기타 마비증후군, 신경계통의 기타 장애,

정신 및 행동 장애, 뇌경색증, 다발성경화증, 근위

축성측삭경화증, 근질병, 간질병(B, C형 감염성 제

외), 갑상샘저하증, 고혈압, 뇌출혈, 허혈성심혈관

질병, 동맥경화증, 무혈성괴사증, 아밀로이드증, 기

타 및 상세불명 아밀로이드증, 뇌아밀로이드혈관병

증 / 피부아밀로이드, 고지혈증, 척추이분증(은폐성

제외), 사산, 자연유산, 식도암, 자궁경부암, 간암,

신장암, 백혈병, 일차적으로 중추신경계통에 영향을

주는 계통성 위축 등 55개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

러한 질병은 TCE, PCE, 유기염소계 농약과도 관

련성이 있을 수 있는 질병들이다.7-15) 이 연구에서

는 위 대상 질병 중 전체 암에 대해 중심적으로 기

술하였다.

2. 연구방법

1) 암등록 자료

총 3개의 대조군을 선정하여 왜관읍의 암 발생과 비

교하였다. 대조군으로는 왜관읍을 제외한 칠곡군, 경

상북도, 대구광역시를 선정하였다. 분석은 1999년에서

2008년까지 왜관읍에서 발생한 암 발생자수를 구한

후, 이를 간접표준화 방법을 이용하여 3개 대조군과

비교하였다. 성별, 암종별로 왜관읍의 빈도와, 각 대

조군에 대한 왜관읍의 연령표준화발생비를 제시하였다. 

2) 사망 원인 자료

연도별(2005년-2009년), 성별(남성, 여성), 연령별(10

세 단위, 80세 이상 9구간)로 구조화된 자료를 이용

하여, 성별을 구분하지 않은 전체와, 성별을 구분하여

남성, 여성 각각으로, 2005년 우리나라 전국 인구를

표준인구로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등의 연령표준

화사망률을 산출하였다. 연령표준화사망비를 산출한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표준화사망비를 산출하였다.

칠곡군 8개 읍·면이 보유하고 있는 사망신고서 자

료 중 왜관읍의 사망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자료는 2007년 자료부터로 판단하였고, 사망원

인 원시자료는 2009년까지 이용하였으므로 지역별 비

교를 위한 왜관읍 사망원인 분석에는 2007년부터 2009

년까지 3개년 자료를 이용하였다. 또한 행정구역 단

위가 작아질수록 연도별 변화량이 커지는 점을 보완

하기 위해 5년간(왜관읍 3년간) 평균을 산출하였다. 

3) 국민건강보험 자료

먼저 자료를 전체와 성별에 따라 나눈 후, 지역별

구분(왜관, 칠곡, 경북, 전국)에 따라서, 2005~2009

년도의 인구 10만 명당 상병들에 따른 의료이용률

을 산출하였고, 그 의료이용률의 95% 신뢰구간을 산

출하여 비교함으로써 각 의료이용률간의 통계적인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모든 의료이용 관련 자

료는, 우리나라 2005년의 주민등록 연앙인구로 연령

표준화하여(0~9세부터 80세 이상까지, 10세 간격으

로 구분), 성별을 구분하지 않은 전체와, 성별을 구

분하여 남성, 여성 각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III. 결 과

1. 암등록 자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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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관읍의 암 발생빈도

1999-2008년의 기간 동안 왜관읍의 암 발생은 총

940명, 남자 514명, 여자 426명이었다. 남자는 위암,

폐암, 간암, 대장암 순으로 많았으며, 여자는 위암,

유방암, 갑상샘암, 대장암 순으로 많았다. 

2) 대조군과의 비교(표준화발생비, SIR(Standardized
Incidence Ratio))

왜관읍 외 칠곡군과 비교한 왜관읍의 암 표준화

Table 1. Age standardized incidence ratio of Waegwan
comparing with Chilgok excluded Waegwan

Cancer
Male

(95% CI*)
Female

(95% CI)

Total 0.97(0.89-1.06) 1.12(1.02-1.24)

Lip, oral cavity and 
pharynx

0.65(0.30-1.23) 0.43(0.05-1.54)

Esophagus 0.76(0.39-1.33) 1.21(0.02-6.74)

Stomach 0.98(0.82-1.17) 1.29(1.03-1.60)

Colon 0.92(0.69-1.20) 1.32(0.99-1.73)

Liver 0.93(0.72-1.17) 0.87(0.53-1.34)

Gallbladder and billiary 
tract

1.39(0.85-2.15) 0.33(0.13-0.68)

Pancreas 1.26(0.72-2.05) 1.24(0.59-2.28)

Larynx 0.82(0.38-1.56) 1.04(0.01-5.81)

Lung 0.94(0.75-1.15) 0.97(0.65-1.41)

Breast - 1.28(0.97-1.66)

Cervix uteri - 1.03(0.70-1.47)

Corpus uteri - 1.14(0.46-2.35)

Ovary - 1.11(0.48-2.18)

Prostate 0.53(0.25-0.98) -

Testis 3.67(0.05-20.4) -

Kidney 0.89(0.43-1.63) 1.36(0.37-3.48)

Bladder 1.33(0.71-2.27) 1.42(0.29-4.15)

Brain and central 
nervous system

0.59(0.12-1.72) 2.00(0.86-3.95)

Thyroid 0.84(0.34-1.73) 1.20(0.90-1.56)

Hodgkin lymphoma - 3.58(0.05-19.92)

Non-Hodgkin 
lymphoma

1.19(0.61-2.08) 1.11(0.44-2.29)

Multiple myeloma 0.90(0.10-3.26) 1.12(0.23-3.27)

Leukemia 0.45(0.09-1.33) 1.62(0.74-3.08)
†Others 1.58(1.14-2.13) 0.97(0.65-1.38)
*confidence interval
†Others*: C17(small intestine), C21(anus and anal canal),
C30-C31(nasal cavity and middle ear, accessory sinuses),
C37-C38(thymus, heart, mediastinum and pleura), C40-
C41(bone and articular cartilage of limb and other sites),
C43(malignant neoplasms of skin), C44(other malignant
neoplasm of skin), C45(mesthelial and soft tissue),
C46(Kaposi’s sarcoma), C47+C49(peripheral nerves and
autonomic nervous system, other connective and soft tissue),
C60(penis), C63( other and unspecified male genital organs),
C65(renal pelvis), C66(ureter), C68(other and unspecified
urinary organs), C69( eye and adnexa), C74(adrenal gland),
C75(other endocrine glands and related structures),
C88(immunoproliferative diseases), myelodysplastic and
myeloproliferative disease

Table 2. Age standardized incidence ratio of Waegwan
comparing with Gyeongbuk

Cancer
Male

(95% CI*)
Female

(95% CI)

Total 0.98(0.90-1.07) 1.09(0.99-1.20)

Lip, oral cavity and 
pharynx

0.75(0.34-1.43) 0.54(0.06-1.94)

Esophagus 0.75(0.39-1.31) 0.97(0.01-5.40)

Stomach 1.02(0.85-1.21) 1.30(1.03-1.61)

Colon 1.00(0.75-1.30) 1.11(0.83-1.46)

Liver 0.90(0.70-1.14) 0.82(0.50-1.26)

Gallbladder and billiary 
tract

1.31(0.80-2.02) 0.49(0.19-1.00)

Pancreas 1.24(0.71-2.01) 1.03(0.50-1.90)

Larynx 1.19(0.54-2.26) 1.56(0.02-8.68)

Lung 0.93(0.74-1.14) 0.93(0.62-1.34)

Breast - 1.20(0.91-1.55)

Cervix uteri - 1.22(0.83-1.73)

Corpus uteri - 1.16(0.46-2.39)

Ovary - 0.81(0.35-1.60)

Prostate 0.56(0.27-1.03) -

Testis 1.30(0.02-7.21) -

Kidney 1.17(0.56-2.15) 0.89(0.24-2.28)

Bladder 0.97(0.52-1.67) 0.84(0.17-2.46)

Brain and central 
nervous system

0.63(0.13-1.83) 2.15(0.93-4.23)

Thyroid 0.95(0.38-1.96) 1.07(0.81-1.39)

Hodgkin lymphoma 1.56(0.02-8.70) 2.94(0.04-16.34)

Non-Hodgkin 
lymphoma

1.25(0.65-2.19) 0.93(0.37-1.92)

Multiple myeloma 0.91(0.10-3.29) 1.42(0.28-4.13)

Leukemia 0.37(0.08-1.09) 1.46(0.67-2.77)

Others 1.40(1.02-1.89) 1.06(0.72-1.52)
*confidenc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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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비는 남자 0.97, 여자 1.12로 여자에서만 유의

하게 왜관읍의 암 발생 위험이 높았다. 암종별로

보면 남자는 기타 암에서 표준화발생비가 1.58로

왜관읍의 암 발생 위험이 유의하게 높았고, 전립샘

암은 표준화발생비 0.53으로 암 발생 위험이 유의

하게 낮았다. 여자에서는 위암에서 표준화발생비

1.29로 암 발생 위험이 유의하게 높았으나, 담낭 및

기타 담도 암에서는 표준화발생비가 0.33으로 오히

려 암 발생 위험이 유의하게 낮았다(Table 1). 경

상북도와 비교한 왜관읍의 암 표준화발생비는 남녀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암종별로 보면, 남자는 기

타 암에서 표준화발생비가 1.40으로 왜관읍의 암

발생 위험이 높았고, 여자에서는 위암에서 1.30으

로 암 발생 위험이 높았다(Table 2). 대구광역시와

비교한 왜관읍의 암 표준화발생비는 남녀 모두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 암종별로 보면 남자는 기타

암에서 표준화발생비가 1.38로 왜관읍의 암 발생

위험이 높았고, 전립샘암은 표준화발생비 0.47로 암

발생 위험이 낮았다. 여자에서는 위암에서 표준화

발생비 1.38로 암 발생 위험이 높았으나, 담낭 및

기타 담도 암, 갑상샘암에서는 표준화발생비가 각

각 0.41, 0.73으로 오히려 암 발생 위험이 낮았다
(Table 3).

2. 사망원인 자료 분석

1) 연령표준화암사망률

2005년 우리나라 인구를 표준인구로 산출한 전

체 암의 10만 명당 연령표준화사망률은 전국의 경

우 2005년 이후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칠

곡군과 왜관읍의 경우에는 뚜렷한 경향을 보이지

Table 3. Age standardized incidence ratio of Waegwan
comparing with Daegu

Cancer
Male

(95% CI*)
Female

(95% CI)

Total 1.02(0.94-1.12) 0.98(0.89-1.08)

Lip, oral cavity and 
pharynx

0.89(0.40-1.68) 0.56(0.06-2.01)

Esophagus 0.95(0.49-1.65) 0.77(0.01-4.27)

Stomach 1.18(0.98-1.40) 1.38(1.10-1.71)

Colon 0.88(0.66-1.14) 1.07(0.80-1.41)

Liver 0.97(0.76-1.23) 0.80(0.49-1.24)

Gallbladder and billiary 
tract

1.19(0.72-1.83) 0.41(0.17-0.85)

Pancreas 1.32(0.76-2.15) 0.96(0.46-1.76)

Larynx 1.19(0.54-2.25) 1.51(0.02-8.42)

Lung 1.07(0.86-1.32) 0.88(0.59-1.28)

Breast - 0.97(0.73-1.25)

Cervix uteri - 1.13(0.77-1.60)

Corpus uteri - 1.13(0.45-2.32)

Ovary - 0.77(0.33-1.53)

Prostate 0.47(0.23-0.87) -

Testis 0.99(0.01-5.51) -

Kidney 0.97(0.46-1.78) 0.73(0.20-1.86)

Bladder 0.85(0.45-1.46) 0.75(0.15-2.19)

Brain and central 
nervous system

0.64(0.13-1.86) 2.18(0.94-4.30)

Thyroid 0.71(0.28-1.46) 0.73(0.55-0.96)

Hodgkin lymphoma 1.43(0.02-7.98) 2.54(0.03-14.11)

Non-Hodgkin 
lymphoma

1.15(0.59-2.01) 0.85(0.34-1.75)

Multiple myeloma 0.89(0.10-3.21) 1.47(0.29-4.28)

Leukemia 0.38(0.08-1.12) 1.48(0.67-2.80)

Others 1.38(1.00-1.86) 0.99(0.67-1.41)

Table 4. Age standardized death rate of total cancer by
area (per 105 persons)

Region Whole 
country

Gyeon
gbuk

ChilgokWaegwan*Waegwan†

Cancer Gender

2005

Male 168.5 187.1 181.5 - -

Female 98.8 99.4 93.8 - -

Total 133.8 142.9 137.9 125.4 -

2006

Male 163.8 175.6 164.8 - -

Female 94.0 94.1 97.1 - -

Total 129.3 134.8 131.0 110.7 -

2007

Male 159.6 175.1 177.3 - 145.4

Female 94.6 97.3 94.7 - 92.4

Total 127.8 136.5 135.5 130.4 119.3

2008

Male 155.2 175.0 173.6 - 191.2

Female 92.0 88.7 110.7 - 123.7

Total 124.6 132.6 143.6 152.0 158.9

2009

Male 147.6 164.7 158.9 - 108.2

Female 90.9 94.1 101.8 - 80.1

Total 120.5 130.3 130.9 107.0 95.9
*provided by statistics Korea
†structured by direct survey of death report from 2007 to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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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칠곡군의 연령표준화사망률은 전국과 경북

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왜관읍의 경

우 전국, 경북, 칠곡군에 비해 낮은 경향을 보였다

(Table 4). 5년간 전체 암의 10만 명당 연령표준화

사망률 평균은 왜관의 경우 124.7명으로 전국, 경

북, 칠곡보다 낮았다. 혈액암과 위암의 경우에도 전

국, 경북, 칠곡보다 낮았으나, 대장암의 경우 왜관

이 전국, 경북, 칠곡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Table 5).

2) 연령표준화사망비

5년간 전체 암, 조혈기계암, 위암, 대장암 등의 성

별, 연령표준화사망비는 전국에 비해 칠곡군 및 왜

관읍에서 유의한 결과는 없었다(Table 6).

3. 건강보험자료 분석

연도별 전체 암 환자들의 의료이용률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고, 여자의 의료이용률이 높았다. 왜관의

Table 5. Age standardized death rate of some cancers for 5 years by area (per 105 persons)

Region
Whole country Gyeongbuk Chilgok Waegwan*

Cancer Gender

Total cancer
(C00-C97)

Male 158.9 175.5 171.2 148.3

Female 94.1 94.7 99.6 98.7

Total 127.2 135.4 135.8 124.7

Hematopoietic 
cancer
(C81-C96)

Male 7.4 7.1 7.1 4.4

Female 5.6 5.9 7.0 3.2

Total 6.5 6.5 7.1 3.9

Stomach cancer
(C16)

Male 25.8 28.3 30.8 22.3

Female 13.9 14.5 15.3 12.6

Total 19.9 21.5 23.0 17.6

Colon cancer
(C18-21)

Male 13.5 12.0 17.3 18.7

Female 11.1 10.7 9.7 12.0

Total 12.3 11.4 13.3 15.5
*structured by direct survey of death report from 2007 to 2009

Table 6. Age standardized mortality ratio of some cancers by gender and region (5 years average)

Region
Chilgok

Waegwan†

(95% CI)Cancer Cancer

Total cancer
(C00-C97)

Male 1.09 (0.98-1.17) 0.97 (0.75-1.14)

Female 1.06 (0.93-1.17) 1.04 (0.76-1.28)

Total 1.08 (0.99-1.14) 0.99 (0.82-1.14)

Hematopoietic cancer
(C81-C96)

Male 0.98 (0.57-1.35) 0.48 (0.05-1.08)

Female 1.19 (0.68-1.66) 0.63 (0.06-1.42)

Total 1.07 (0.73-1.36) 0.54 (0.13-1.04)

Stomach cancer
(C16)

Male 1.12 (0.87-1.32) 0.91 (0.46-1.34)

Female 0.97 (0.67-1.23) 0.85 (0.31-1.44)

Total 1.06 (0.86-1.22) 0.89 (0.51-1.23)

Colon cancer
(C18-21)

Male 1.11 (0.78-1.39) 1.33 (0.61-2.06)

Female 0.80 (0.50-1.07) 1.05 (0.38-1.77)

Total 0.90 (0.73-1.16) 1.21 (0.66-1.71)
*confidence interval
†structured by direct survey of death report from 2007 to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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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최근으로 올수록 칠곡, 전국 수준에 비하여 전

반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으나, 경북에 비해서는 높

은 경향을 보였다(Table 7).

IV. 고 찰

이번 연구에서 왜관주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환

Table 7. Age standardized health care utilization rate of all cancer by year, gender and region (per 105 persons)

Gender and region 2005 2006 2007 2008 2009

Total Whole country 1203.5 1236.8 1324.8 1419.8 1522.4

95% CI Lower 1200.5 1233.7 1321.6 1416.5 1519.0

Upper 1206.6 1239.9 1328.0 1423.2 1525.8

Gyeongbuk 1162.2 1195.7 1233.0 1188.0 1266.2

95% CI Lower 1159.2 1192.7 1229.9 1185.0 1263.0

Upper 1165.2 1198.8 1236.1 1191.0 1269.3

Chilgok 1108.4 1227.7 1388.0 1480.9 1568.7

95% CI Lower 1105.4 1224.6 1384.7 1477.5 1565.2

Upper 1111.3 1230.8 1391.3 1484.3 1572.2

Waegwan 1147.7 1241.4 1284.6 1315.4 1393.8

95% CI Lower 1144.7 1238.2 1281.4 1312.2 1390.5

Upper 1150.6 1244.5 1287.7 1318.6 1397.1

Male Whole country 1167.7 1181.1 1240.9 1304.8 1371.4

95% CI Lower 1163.4 1176.8 1236.5 1300.3 1366.8

Upper 1172.0 1185.4 1245.3 1309.3 1376.1

Gyeongbuk 1172.7 1197.2 1189.9 1099.6 1140.7

95% CI Lower 1168.4 1192.9 1185.6 1095.5 1136.5

Upper 1177.0 1201.5 1194.2 1103.8 1144.9

Chilgok 1098.1 1235.5 1348.3 1467.1 1500.9

95% CI Lower 1093.9 1231.1 1343.7 1462.3 1496.1

Upper 1102.2 1239.9 1352.8 1471.9 1505.8

Waegwan 1068.5 1167.9 1103.8 1196.9 1219.5

95% CI Lower 1064.4 1163.7 1099.6 1192.6 1215.2

Upper 1072.6 1172.2 1111.9 1201.2 1223.9

Female Whole country 1239.6 1289.9 1402.9 1525.8 1660.7

95% CI Lower 1234.9 1285.2 1397.9 1520.6 1655.3

Upper 1243.7 1294.2 1407.3 1530.4 1665.5

Gyeongbuk 1161.1 1202.5 1282.9 1282.1 1396.5

95% CI Lower 1156.8 1198.2 1278.4 1277.6 1391.8

Upper 1165.3 1206.8 1287.4 1286.5 1401.2

Chilgok 1135.6 1244.9 1461.9 1534.8 1676.0

95% CI Lower 1131.4 1240.5 1457.1 1529.9 1670.9

Upper 1139.8 1249.3 1466.6 1539.6 1681.1

Waegwan 1216.7 1315.7 1474.4 1450.9 1582.2

95% CI Lower 1212.4 1311.1 1469.6 1446.1 1577.3

Upper 1221.1 1320.2 1479.2 1455.6 1587.2
*CI: confidenc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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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오염 노출에 의한 건강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이차

자료를 이용한 다양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환경오염

과 관련된 건강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암등록 자료,

사망원인, 의료이용률 등 다양한 자료원을 이용하였

지만, 결과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관심이 높고 위중

도가 높은 질병, 즉 암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

였다. 이는 캠프캐롤 내에 과거 고엽제 매립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역 주민에서 암이 많이 발생한

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시점에서 그 현황

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저자들의 인식 때문이

기도 하였다. 

이차 자료의 경우 자료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 자

료의 정확성에 대한 제한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암등록 자료의 경우 20년이나 경과한 1999년부터 자

료 구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전에 발생한 암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사망원인 자

료의 경우 왜관읍의 발생자에 대한 성별, 연령별 현

황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사망신고서를 조사

하였지만, 가장 원시적인 사망 자료로서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사망원인 통계와는 다를 수 있다는 제한점

이 있다. 이런 이유로 주소지 파악이 가능한 암등록

의 경우 대조군을 왜관읍을 제외한 칠곡군으로 설정

할 수 있었지만, 사망원인 및 건강보험 자료의 경우

그렇지 못하였다. 건강보험 자료의 경우 실제 의료

이용에 대한 자료로서 연구대상 지역과 같은 읍단위

에서의 의료 이용률, 특히 중증도가 높은 질병에 대

해서는 도시 지역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는 제한점이 있다.

지역 간 암발생률을 비교할 때는 지역암등록자료

가 가장 적절한 자료원인 것으로 잘 알려져 있으나

그 결과의 해석에는 주의를 요한다. 즉, 지역암등록

자료에 기재된 환자의 거주지는 진단당시의 주민등

록상 주소로서 그 환자가 가장 오래 거주한 지역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왜관읍과 같이 전체 인구가 작은 지역의 암발생률은

10년간의 자료를 통합하여 분석한다고 해도 원발부

위별로 암발생자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그 결과가 불안정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어떠한 대

조지역을 선정하여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흔하다. 왜관읍의 암 발생률이 대

조지역에 비해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증가를 보인 원

발부위는 여자의 경우 위암이었으며, 남자의 경우 기

타암이었는데, 특히 기타암에 대한 해석은 주의를 해

야 할 필요가 있는데 기타암은 특정 원발부위에 포

함되지 않은 매우 다양한 원발부위를 모두 포괄하기

때문이다. 

왜관읍의 암 발생률이 대조지역에 비해 통계적으

로 의미 있는 감소를 보인 원발부위는 여자의 경우

갑상샘암과 담낭 및 기타 담도암이었으며, 남자의 경

우 전립샘암이었는데 그 결과는 대조군에 따라서 다

소 상이하였다. 왜관읍을 제외한 칠곡군에 비하여 유

의하게 낮은 발생률을 보인 암은 여자 담낭 및 기

타 담도암과 남자 전립샘암이었는데 비하여 경상북

도 전체와 비교하였을 때는 유의하게 낮은 원발부위

는 없었다. 대구시를 대조군으로 하였을 때는 여자

의 경우 담낭 및 기타 담도암과 갑상샘암이 남자의

경우 전립샘암이 유의하게 낮았다. 갑상샘암이나 전

립샘암의 발견은 조기진단율과 관련성이 있으며, 조

기진단율은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수준, 의료시설

에 대한 접근도 등 외부 요인들에 의하여 영향을 받

게 되므로 결과 해석에 제한이 있다.19)

사망원인 분석에서 모든 암을 분석하지는 못했다.

다이옥신은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IARC)에서 Group 1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

으며 암은 모든 암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6) 대표적으로 비호치킨림프종, 호치킨림프종,

만성림프구성백혈병, 후두암, 호흡기계암, 전립샘암,

다발성골수종 등이 있다. IARC는 TCE와 PCE를

group 2A(충분한 증거는 아니지만 인간에게 암을 유

발할 수 있음)로 분류하고 있으며, 인간에게는 림프

종, 백혈병, 담도암, 간암, 식도암 등과 관련이 있다.

특히 최근에 IARC는 TCE를 신장암과 관련하여 group

1(인간에게 암을 유발하는 충분한 증거가 있음)로 분

류하였다.7-13) 유기염소계 농약류는 세부 종류별로 IARC

2B, 3 또는 미분류 등 다양하다.14) 유기염소계 중 대

표적으로 DDT(Dichlorodiphenyltrichloroethane)는 췌

장암, 간암, 다발성골수종 등과 관련이 있다.15) 특히

이러한 환경오염물질에 의한 암 발생은 특정 부위뿐

만 아니라 모든 부위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할 수 있

다.3,13,15) 이러한 암종 중 왜관 지역에서 논란이 되었

던 암뿐만 아니라 전체 암에 중점을 둔 사망원인 분

석에서 왜관 지역의 사망원인 중 암으로 인한 사망

은 전국(경북/칠곡)의 사망 수준보다 의미 있게 높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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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마다 변화가 심한 점, 사망신고서의 자료가 완

벽하지 못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암 사망원인에

대한 경향을 지자체 단위에서 모니터링 해볼 만한

가치는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이 연구에서 왜

관읍의 사망원인 자료는 통계청 자료와 실제 사망신

고서 조사 내용을 모두 사용하였다. 이는 연령표준

화사망비와 이의 신뢰구간을 구하기 위해서는 왜관

읍의 질병에 대한 사망자 수가 확보되어야 하나 통

계청 자료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기간인 3개 년도의 연령표준

화사망률을 산출한 결과 통계청에서 제공한 연령표

준화사망률과 유사하거나 낮은 결과를 보였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왜관읍의 3개년 사망자료는 실제보

다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사망자료는 사망이라는 사건 자체가 명확하고, 일

생에 한 번만 발생하며, 법정 신고자료이기 때문에

자료 획득이 용이하고, 사망진단서 양식이 표준화된

상태에서 사망신고 시 의사발급 진단서가 첨부되어야

하므로 신뢰성이 높다는 장점을 가지기 때문에 지역

또는 국가의 보건 수준 비교나 보건사업의 평가를 통

해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자주 활용된다.20,21) 그러

나 이러한 사망자료는 불명확한 사인의 기록으로 의

무기록과 원사인의 일치율이 낮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22,23) 최근에는 이러한 의무기록에 의한 원사인

을 사망원인통계 작성 시 보정하는 작업을 통하여 그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4) 왜

관읍의 경우와 같이 인구수가 적은 행정구역에서 암

발생 한두 건의 유무는 암 사망률에 큰 영향을 미

칠 수 있다. 우리 연구에서도 사망신고서의 암 사망

률과 통계청 제공 암사망률이 일부 상이한데, 이러

한 정확성의 차이 때문으로 추정한다. 또한 사망률

의 경우 이번 왜관의 경우와 같은 환경노출에 의한

영향이외에도 교육수준, 직업계층, 소득수준 등의 사

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불평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25,26) 즉 표준화사망률과 조사망률은 대도

시가 가장 낮고, 중소도시, 농촌지역으로 갈수록 증

가하는 양상을 보이며,27) 이러한 현상은 암 발생률

에서도 관찰되고 있다.28)

건강보험 자료 분석에서는 요양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중에 진단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호소, 증세 등에 따라서 일차 진단명을 부여하고 청

구한 내역 중에서 주진단명을 기준으로 발췌한 것으

로서 실제로 최종적으로 확정된 질병과는 다를 수

있다. 의료급여 자료는 질병에 따라 의료이용량이 너

무 적거나, 의료외적인 사회적인 이유들로 인하여 이

용양상이 달라서 분석에 포함시키지 못하였다. 전반

적으로 왜관지역이 다른 대조 지역보다 유병률이 낮

은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왜관지역 주민들의 전체

암 유병률이 낮기 때문에 보이는 현상이라기보다는,

다양한 사회·경제적인 요인들로 인하여 왜관을 주

소지로 둔 사람들의 일반적인 의료이용률이 대조지

역들에 비하여 낮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역 인구수가 적

거나, 의료이용률이 낮은 경우에는 지역간 차이를 비

교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29) 한편 건강보험 자료의

정보이용에 대해 그 타당도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

로 제기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국가들은

전산화의 확충과 함께 건강보험자료의 잠재적 가능

성을 인식하여, 이를 활용하는 연구들이 급격히 확

산되고 있다.30) 더구나 최근 암등록 자료와 건강보

험 청구자료의 암 발생률을 비교한 연구에서 두 자

료의 발생률이 유사하게 관찰되어, 건강보험 청구자

료는 적절한 조작적 정의를 할 경우 비용효과의 측

면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위한 연구 자료로서 가치

가 있는 자료로 알려져 있다.31)

V. 결 론

이 연구는 주민건강영향조사의 일부분으로 환경오

염물질에 의한 노출이 추정되는 왜관주변 지역주민

을 대상으로 암등록 자료, 사망원인 및 건강보험이

용 자료 등을 분석하여 고엽제를 비롯한 유기염소계

농약, Trichloroethylene(TCE), Perchloroethylene(PCE)

등의 환경오염물질에 의한 암발생률, 암 사망률, 질

병별 의료이용률 등의 연도별 변화와 지역별 차이를

관찰하기 위해 시행하였다. 결론적으로 지역 암등록

자료에서 왜관읍의 환경오염과 관련된 암 발생률이

대조지역에 비해 유의한 증가를 보인 암종은 여자의

경우 위암, 남자의 경우 기타 암이 있었고, 왜관읍

암 발생률이 대조지역에 비해 유의한 감소를 보인

암종은 여자의 경우 갑상샘암, 담낭 및 기타 담도암,

남자의 경우 전립샘암이 있었다. 또한 환경오염과 관

련된 암에 대한 국가사망자료, 국민건강보험자료 등

국가통계자료 분석에서는 왜관지역이 다른 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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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여 의미 있는 증가를 관찰하지 못하였다. 

환경오염 노출에 의한 건강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이 연구에서 가용할 수 있는 이차 자료는 모두 이

용하였으나, 이차 자료의 경우 국가통계 자료원에 대

한 제한으로 고엽제 매립 추정시기로부터 30여 년

이 지난 최근의 자료라는 한계점이 있음을 고려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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