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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e lack of reliable information on environmental pollution and health impacts related to asbestos

contamination from abandoned mines has drawn attention to the need for a community health study. This study

was performed to evaluate asbestos-related health symptoms among residents near abandoned asbestos mines

located in the Chungcheong Provinces. In addition, exposure assessment for asbestos is needed although the

exposure to asbestos was in the past. 

Methods: Past exposure to asbestos among inhabitants near abandoned asbestos mines was estimated by using

surface sampling of deposited dust in indoor and outdoor residences. A total of 54 participan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with (34 cases) and without (20 controls) diseases related to asbestos. Surface sampling of deposited

dust was carried out in indoor and outdoor residences by collecting 105 samples. Deposited dust for sampling

was analyzed by polarization microscope (PLM) and scanning electron microscope?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meter (SEM-EDX) to detect asbestos. Subsequently, the elements of the deposited dust with asbestos

were analyzed by SEM-EDX to assess the contribution of sources such as abandoned mines, slate and soil.

Results: Among the 105 samples, asbestos was detected by PLM in 29 (27.6%) sampling points, and detected by

SEM in 56 (48.6%) sampling points. Asbestos in indoor residences was detected by PLM in four sampling points,

and by SEM in 12 sampling points. Asbestos detection in indoor residences may be due to ventilation between

indoors and outdoors, and indicates long-term exposure. The asbestos detection rate for outdoor residences in the case

group was higher than that in the control group. This can be explained as the case group having had higher exposure

to asbestos, and there has been continuous exposure to asbestos in the control group as well as the case group.

Conclusion: Past residential asbestos exposure may be associated with asbestosis among local residents near

abandoned asbestos mines. Odds ratios were calculated for asbestos detection in outdoor residence b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dds ratio between asbestos detection and asbestosis pulmonum was 3.36 (95% CI 0.90-

12.53) (p=0.072), adjusting for age, sex, smoking status and work history with multi-variable logistic regression

by PLM analysis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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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석면 관련 질환은 석면 취급 근로자 및 인근주민

에게 발생하는 환경성 질환으로 직업적 노출과 환경

적 노출에 따른 누적석면노출량이 증가하여 발생하

게 된다. 영국의 HEI-AR(Health Effects Institute-

Asbestos Research)는 석면 노출 농도별 암 사망률

평가에서 직업적 노출의 경우, 0.1 fiber/mL에서 백

만명 당 2,000명, 10 fiber/mL에서는 백 만명 당

200,000명이 석면에 의한 암으로 사망하고, 일반 환

경인 시골 실외지역(0.00001 fiber/mL)과 도시지역

(0.001 fiber/mL) 등의 저농도에서 장기 노출된 경우

에도 각각 백만 명당 40명과 4명이 석면관련 암으

로 사망하다고 보고하고 있다.3) Craighead et al.(1982)

는 늑막 악성 중피종의 비교 위험도가 가족 노출시

8.1배(95% CI: 3.5-38.2), 주거지 노출시 7.0배(95%

CI: 4.7-11)로 증가하며,4) Kang(2007)은 환경적 노출

에 의한 석면 질환 연구에서 석면 방직공장 거주자

의 중피종 비례위험이 6.5배(95% CI: 3.0-14.2)에서

최고 10.3배(95% CI: 4.5-23.2)까지 증가하는 결과

를 제시하고 있다.5) 직업적 노출이 배제된 환경적

노출에 의하여 석면폐증 발생사례를 제시한 것으로

환경부(2010)는 석면폐증 소견자(179명)의 54%(96

명)이 직업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환경적 석면 폭

로로 인한 석면폐증 발생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1) 

일반적으로 먼지는 입경이 70 μm 이상인 경우 확

산범위 2~3 km 이내에서 강하분진 형태로 침강하

며, 유효입경 70 μm 이하의 미세분진은 토양, 식물,

실내, 실외 등 발생원 주변에 20%-40% 이하의 분

율로 침적한다(Shao et al., 2000).13) 미국환경청

(EPA)은 국가 비산먼지 발생 총 조사보고서를 통

하여 미국 전체의 비산먼지는 89%가 인접 토양에

서 발생한 것이며(U.S. EPA, 2001)14) 이 침적먼지

는 수분 함량이 8% 이하, 임계마찰 풍속이 31 cm/s

이상이 되면 포복(creep), 도약(saltation), 난류확산

(turbulent diffusion)을 거쳐 재비산하여, 발생원 인

근에 상당기간 잔류하며 지속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김현구 등, 2005).15) 이런 침적먼지는

배출원의 특성에 따라 독특한 물리적 ·화학적 조성

을 가진다. 미국 환경청은 세계무역센터(World Trade

Center, WTC) 붕괴로 인한 주변지역 건강영향조사

과정에서 건물 붕괴와 해체과정의 환경적 노출로

발생될 미래 건강영향을 인접지역 실내에 침적된

먼지를 이용하여 장기노출영향을 평가하였다.6) 특히

이 보고서 내용 중 주목할 점은 침적먼지 중 석면

농도를 측정하여 건물 붕괴 및 해제 과정에서 발

생된 석면의 환경적 노출을 평가한 것이다. 석면광

산 지역에서 다른 석면 배출원이 존재하지 않는다

면, 석면의 노출은 채광, 파쇄, 선별, 운반 등 광산

운영과정에서 발생된 비산석면 입자가 인근주민에

게 1차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며, 2차적으로 석면입

자의 재 비산에 의하여 장기간의 노출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주택에 침적된 먼지는 환경 노출의

장기 특성을 반영할 수 있다. 특히 석면과 같은 노

출과 질환 발병간의 기간이 긴 만성질환의 연구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적 석면 노출과 석면폐증 발생과의 관련성 연

구에서 공기 중 석면분석을 실시할 경우 장기간 연

구 계획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주택 내 침적

된 먼지를 매체로 선택하면 이런 제한성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석면광산 인근

지역 주민의 주택 침적 먼지 중 석면을 분석하여 석

면폐증과의 관련성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및 기간 

본 연구의 대상지역은 홍성과 보령지역으로 주택

실내 ·실외 공간의 현장조사 및 침적먼지 시료 채취

는 2011년 2월 28일~3월 3일까지 4일간 실시하였

다. Fig. 1은 각 지역별 침적먼지 시료 채취 가구를

사례군과 대조군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설문

참여자 중 주택 침적먼지 채취 가구는 설문가구 54

가구 중 사례군 34가구, 대조군 19가구 총 53가구

에서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선정은 “충청남도 석면

광산 인근 주민의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영향조사

(2009. 환경부)”를 기초로 하여 홍성과 보령지역에서

“석면폐증 및 흉막반” 소견을 동시에 보인 98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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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군)중 약 30%인 27명을 무작위 추출하고, 대조군

은 사례군과 연령에 대하여 1:1로 빈도 짝짓기를 하

여 27명을 선정하여 총 54명을 조사대상 가구로 선

정으로 하였다. 현장조사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조

사를 하지 못 할 경우에는 추가로 추출 무작위표에

서 선정된 다음 대상자를 조사대상으로 하였으며, 동

일한 가구에서 2명 이상의 석면폐증 질환자가 있는

경우 모두를 대상으로 하였다(Fig. 2).

2. 침적먼지 시료의 채취 및 분석

침적먼지 채취지점은 거주지 실내공간과 실외공간

2곳을 선정하여 실시하였다. 실내 채취지점은 상시

거주 공간인 부엌, 거실, 침실을 대상으로 하였고 실

외는 처마, 창고, 축사, 마루 밑 등 상시적으로 환경

영향을 받는 곳을 선정하였다.7) 침적먼지 시료는 참

여가구 53가구 개별 주택에서 실내 53지점, 실외 52

지점(미실시 1가구) 총 105개 침적먼지 시료을 채취

하였다. 

1) 침적먼지 시료채취

실내 ·외 침적먼지는 ASTM D 5766을 적용하여

채취하였다.8) 침적먼지 시료 채취는 10 cm×10 cm

(100 cm2) 격자 판을 사용하며 격자내 먼지를 포집

하고, 단위면적당 석면의 개수(f/m2), 또는 단위 중

량당 석면중량 혹은 단위 중량 당 석면섬유수로 평

가할 수 있으나, 본 연구는 석면의 존재 여부만을

정성적으로 평가 하였다. 침적먼지 채취는 펌프(BUCK

LP-20)에 타이곤 튜브(tygon tube, R3603)를 연결하

고 3단 카세트(SKC, 225-3-01, MCE, 0.8 μm, 37

mm)를 결합하여 2.5 L/min으로 먼지를 채집하였으

며, 채취된 먼지는 크린지퍼백(LDPE : 크린éN 25

cm×30 cm, 한국)에 담아 밀봉한 후 실험실로 운반

하여 자연건조 시킨 후 각각의 중량 측정한 후 페

트리디쉬에 분취하여 상온에서 보관하였다.

Fig. 1. Sampling points of asbestos at the residential

houses in Hongseong and Boryeong city.

Fig. 2. Participants selecting flow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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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침적먼지 중 석면 시료의 분석

침적먼지에 포함된 석면의 검츨은 편광 현미경법

(Polarized Light Microscopy, PLM)과 주사전자현미

경법(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분석법

을 적용하였다. PLM분석은 NOISH 9002분석 절차

에 따라 Ricon 사 Ricon eclics 50i 기기를 사용하

였으며, SEM/EDX 분석은 영국의 MDHS 87 분석

법을 이용하였고 Jeol사 JSM-5600LV, EDX는 Oxford

사 INCA Energy을 사용하였다.9,10) SEM의 분석은

가속전압 15 kV, working distance는 21 mm 배율에

서 개별 입자 크기와 해상도를 고려하여 관찰하였으

며, EDX분석은 live time 100 sec에서 실시하였다. 

침적먼지에 포함된 석면은 일반적인 고형시료에

비하여 정량한계 이하의 낮은 석면 함유율을 나타냄

으로 정성분석만을 실시하였다. 채취된 침적먼지는

PLM 분석에 앞서 무게 측정, 고온 회화(600oC, 4시

간), 산 처리(염산 25%), 여과, 건조, 중량측정 등 전

처리를 실시하였다. 전처리된 시료는 입체현미경(100

배율) 상에서 섬유상 입자만을 선택 채취하여 석면

을 분석하였다. SEM 분석은 대표 시료를 전도성 테

이프에 붙인 후 진공 증착기 상에서 시편에 금막을

증착 분석하였다. SEM/EDX 분석에서 석면판별은

광물별 Chemical Abstract Service No를 참조하여

표준석면 물질을 분석하여 개별 석면 판정표를 작성

하였다. 백석면 표준물질(CAS No. 12001-29-5)은

Mg/Si의 비가 0.81-0.91, Ca/Si는 0.029 이상, Fe/Si

는 0.028 이상으로 백석면 판정은 Mg/Si 비가 0.80

이상 결과를 보인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였다. 트

레모라이트는 표준물질(CAS No. 77236-66-4)의 Mg/

Si 비가 0.3 이상이며, Al/Si비는 0.002 이하, Ca/Si,

Fe/Si가 각각 0.2, 0.014 이상으로 확정하였다. 악티

노라이트는 표준물질은 CAS 번호가 트레모라이트

와 동일하고 단지 알루미늄과 칼슘의 비가 낮은 특

징을 가진다. 따라서 판정 시 가장 유의를 요하는

것 중 하나로 각 물질별 조성비는 Mg/Si, Al/Si, Ca/

Si, Fe/Si 비율이 각각 0.38-0.59, 0.25-0.79, 0, 0-0.75

인 것을 확정하였다(Figs. 3, 4).

3. 통계 분석

통계 처리는 STATA 11.0(College Station, Texas

77845 USA)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평균의 비교는

t-검정, 범주형 자료는 빈도분석 및 chi-square 검정

을 실시하였다. 먼지의 석면분석방법에 따른 석면폐

증 발생의 교차비를 산출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

석을 수행하였다. 

Fig. 3. Asbestos certification by PLM.

Fig. 4. Asbestos certification by S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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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결과 

1. 침적먼지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

1) 물리적 특성 

조사대상 주택의 실내 ·외 침적먼지의 평균 무게는

45.2±49.7 mg, 111.4±105.5 mg이다. 실외 침적 먼지

량이 실내보다 2.5배 크게 나타났다. 두 공간에서 채

취한 먼지의 편차가 큰 것은 채취지점, 기간, 면적,

청소 주기 등의 차로 인한 것으로 결과의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하였다. 그러나 먼지의 구성성분을 분석

하여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먼지의 구성성분이 일정하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다. 시료채취 공간별 침적 먼지의 물리적 성상은

가연분과 회분의 산술평균량으로 단순 비교하였다.

실내 침적먼지는 가연분 78.2%(35.3 mg), 회분

21.8%(9.9 mg)으로 가연분이 회분보다 3.6배 높은

특징을 나타내었으며, 실외 침적먼지는 회분 66.6%

(59.8 mg), 가연분 41.2% (44.8 mg)로 회분이 1.5배

높게 나타났다. 침적 먼지의 물리적 3성분 구성비

중 가연분과 회분의 비는 1 : 0.57과 1 : 2.1이며, 실

내공간에서는 가연분이 1.4배, 실외공간은 회분이 2.1

배 높게 나타났다(Table 1). 

2) 화학적 특성

Table 2-3은 석면입자의 원소별 검출농도(%)와 빈

도를 나타내었다. 석면입자에 포함된 원소는 탄소(C)

외 16종으로 각 원소별 농도(%)와 검출빈도간에는

차가 있어 자료 선별과정을 거쳤다. 1단계 선별 자

료는 관측된 빈도가 70% 이상인 원소를 우선적으로

선택하였고, 관측빈도가 40%~70% 사이의 자료를 일

부 포함하였다. 선택된 자료는 소수의 극단적인 자

료들이 전체 결과를 왜곡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평균으로부터 표준편차의 3배 이상을 벗어나는 자료

는 outlier로 간주하고 2단계 선별을 실시하였다. 최

Table 1. Statistical summary of mass composition (ß²) for deposited dust in indoor and outdoor sampling site

Indoor Outdoor

 DD CC AC C/A DD CC AC C/A

% 100 78.2 21.8 - 100 40.2 59.8 -

Mean 45.2 35.3 9.9 8.6 111.4 44.8 66.6 0.8 

Median 34.7 23.9 4.3 4.9 66.8 27.4 36.9 0.6 

SD 49.7 40.8 14.4 10.6 105.5 51.5 65.8 0.5 

SE 6.8 5.6 2.0 1.5 14.6 7.1 9.1 0.1 

Min 0.7 0.5 0.0 0.6 5.6 3.3 2.3 0.2 

Max 219.0 215.8 67.6 67.4 402.5 291.3 275.9 2.8 

No. 53 53 53 52 52 52 52 52

DD : Deposited dust, CC : Combustion component

AC : Ash component, C/A : Combustion/Ash

Table 2. Mass composition of deposited dust in indoor environments (w/w%)

Mean Median SD SE Min Max N

O 49.57 1.42 50.04 4.91 40.46 56.73 12

C 19.92 0.98 20.09 3.39 12.10 24.87 12

Si 11.94 0.60 11.46 2.07 9.41 15.51 12

Mg 10.31 0.62 9.97 2.14 7.33 14.07 12

Al 2.08 0.33 1.98 1.15 0.30 3.93 12

Fe 1.57 0.25 1.10 0.85 0.77 3.22 11

Ca 2.11 0.79 1.11 2.08 0.30 5.87 7

Zn 5.74 1.85 4.87 4.54 0.20 12.70 6

Na 2.94 1.47 2.94 2.07 1.47 4.4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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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자료는 탄소(C), 산소(O), 나트륨(Na), 마그네슘

(Mg), 알루미늄(Al), 규소(Si), 칼륨(K), 칼슘 (Ca), 철

(Fe), 아연(Zn) 등 10종의 원소를 확정하고 제시하였다. 

주택 실내 및 실외의 침적먼지 중 석면입자의 구

성원소는 산소(O)와 탄소(C)가 평균 농도와 빈도에

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표적인 석면 성분인 규

소(Si)와 마그네슘(Mg)이 그 다음 높은 수치를 나타

내었다. 실내공간의 석면입자 중 5% 이하 저 농도

영역에서의 빈도는 알루미늄(Al)과 철(Fe)이 높은 값

을 나타내었지만, 농도별로는 실내 침적먼지는 아연

(Zn), 나트륨(Na), 칼슘(Ca), 알루미늄(Al), 철(Fe), 칼

륨(K)으로 순이며, 실외 먼지 나트륨(Na), 알루미늄

(Al), 아연(Zn), 철(Fe), 칼슘(Ca), 칼륨(K) 순으로 나

타났다. 석면 입자의 원소조성을 평균농도에 따라 분

류하면 O, C가 가장 높은 그룹으로 분류되고, 석면

구성원소인 Si, Mg가 두 번째 그룹, 그 외의 물질

로 그룹화 할 수 있다. 

2. 침적먼지 중 석면분석법에 따른 석면 검출율 비교

Table 4는 침적먼지 중 석면 검출율을 나타내었다.

전체 105개 시료에서 석면 검출 빈도는 편광현미경

분석법에서 29개(27.6%) 시료와 전자주사현미경분

석에서는 51개(48.6%) 시료에서 석면이 검출되었다.

또한 편광현미경 분석법과 전자주사현미경 분석법

모두에서 석면이 검출된 시료는 24개(22.9%)였다.

실내 침적먼지의 석면 검출빈도는 편광현미경 분석

결과 4개소(7.6%), 전자주사현미경분석 결과 12개소

(22.6%)였으며, 실외 침적먼지 시료에서는 25개소

(48.1%)와 39 개소(75.0%)로 주택 실외의 침적먼지

시료에서 석면 검출율이 높게 나타났다. 두 석면 분

석법간의 % 일치도는 Cohen's kappa 분석으로 평가

하였다. 일반적으로 Cohen's kappa 분석은 두 평가

자의 일치도가 0.8 이상이 이상적인 값으로 설명하

고 있으나, 본 연구의 kappa 값은 0.383으로 fair 값

이 0.2 <κ≤0.4으로 낮게 분석되었다. 

침적먼지의 석면 검출율을 사례군과 대조군으로

구분하여 제시한 것이 Table 5이다. 주택 실내 침적

먼지의 편광현미경 분석결과 석면 검출은 사례군

5.9%, 대조군 10.5%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p=0.539). 그러나 주택 실외의 침

적먼지의 석면분석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를

나타내었으며(p=0.039), 사례군 59.4%, 대조군 30.0%

로 사례군의 주택의 실외 침적먼지의 석면 검출율이

29.4% 더 높았다.

Table 3. Mass composition of deposited dust in outdoor environments (w/w%)

Mean Median SD SE Min Max N

O 48.31 1.29 49.48 8.04 32.54 68.35 39

C 22.82 0.89 22.40 5.42 12.31 34.05 37

Si 11.74 0.56 11.24 3.51 3.65 26.56 39

Mg 11.28 0.53 10.88 3.31 3.29 21.80 39

Al 2.36 0.32 2.05 1.99 0.20 7.84 39

Fe 2.02 0.41 1.19 2.24 0.30 12.39 30

Ca 1.86 0.48 1.05 2.14 0.00 8.26 20

Zn 2.64 0.86 1.83 3.20 0.40 13.26 14

Na 3.12 0.48 2.76 1.81 0.40 5.50 14

Table 4. Detection rate of asbestos, and agreement between the methods of asbestos analysis

PLM SEM Agreement Kappa value PLM & SEM

Indoor

(n=53)

4 

(7.6%)

12 

(22.6%)
81.1% 0.295

3 

(5.7%)

Outdoor

(n=52)

25 

(48.1%)

39 

(75.0%)
57.7% 0.170

21 

(40.4%)

Total

(n=105)

29

(27.6%)

51

(48.6%)
69.5% 0.383

24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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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주사현미경을 통한 침적먼지 중 석면 분석결

과는 실내 시료에서 사례군 17.7%, 대조군 30.0%의

검출율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

다(p=0.539). 또한 거주지 실외 침적먼지의 석면 검

출율은 사례군 70.6%, 대조군 75.0%를 나타내었지

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p=0.727).

3. 과거 석면 노출 직업력에 따른 석면 검출율

Table 6은 연구 참여자의 직업적 석면 노출 특성

을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전체 참여자 중 석면관련

직종에 종사한 인원은 사례군 20명 (37.0%), 대조군

10명 (18.6%)이였다. 이들의 과거 종사지는 석면광

산 근무자 19명(63.3%), 석면공장 근무자 8명

(26.7%), 가정 내 취급자 3명 (10%)이였다. 과거 석

면 노출직업력에 따른 석면 검출율은 Table 7에 나

타내었다. 편광현미경 석면 검출율과 과거 석면 노

출력은 직업력이 있는 주택의 실내에서 12.0%, 직

업력이 없었던 주택의 실내에서는 3.6%의 석면 검

출율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p=0.246). 주택 실외의 경우는 석면노출 직업력이

있었던 주택은 56.0%, 직업력이 없었던 주택에서는

40.7%의 석면 검출율을 나타내어 과거 석면노출 직

업력이 있었던 주택에서 석면 검출율이 15.3% 높게

나타나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내지 않았

다(p=0.217). 

전자주사현미경의 석면 검출율과 과거 석면 노출

직업력과의 관계는 직업력이 있었던 주택의 실내에

서는 32.0%, 직업력이 없었던 주택의 실내에서는

13.8%이며, 과거 석면 노출 직업력이 있었던 주택의

실내에서 석면 검출율이 18.2% 높았으나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109). 주택 실외 경우

에도 과거 석면노출 직업력이 있었던 주택에서는

72.0%, 직업력이 없었던 주택의 실내에서는 72.4%

의 석면 검출율을 나타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내지 않았다(p=0.973).

4. 침적먼지를 이용한 석면노출 평가와 석면폐증

의 관련성

침적먼지의 석면검출율과 석면폐증 발생 교차비는

Table 5. The association of past asbestos exposure and asbestosis

Asbestos detection Case (n=34) Control (n=20) p-value

Residential indoor 

(PLM)

+ 2 (5.9%) 2 (10.5%)
0.539

- 32 (94.1%) 17 (89.5%)

Residential indoor

(SEM)

+ 6 (17.7%) 6 (30.0%)
0.292

- 28 (82.3%) 14 (70.0%)

Residential outdoor

(PLM)

+ 19 (59.4%) 6 (30.0%)
0.039

- 13 (40.6%) 14 (70.0%)

Residential outdoor

(SEM)

+ 24 (70.6%) 15 (75.0%)
0.727

- 10 (29.4%) 5 (25.0%)

Table 6. Occupational exposure to asbestos of participants by questionnaire

Case(n=34) Control(n=20) Total(n=54)

Work history 

Yes 20 (58.9%) 10 (50.0%) 30 (55.6%)

No 14(41.1%) 10 (50.0%) 24 (44.4%)

Place

(n=30)

Mine 13 (43.3%) 6 (20.00%) 19 (63.3%)

Factory 7 (23.3%) 1 (3.3%) 8 (26.7%)

House - 3 (10.0%) 3 (10.0%)

Period of

work time

(n=30)

<5 7 (23.3%) 4 (13.3%) 11 (36.7%)

6-10 10 (33.3%) 2 (6.7%) 12 (40.0%)

11-20 2 (6.7%) 1 (3.3%) 3 (10.0%)

20< 1 (3.3%) 3 (10.0%) 4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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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검출율이 높은 실외 침적먼지의 석면 검출과

연령, 성별, 흡연 여부, 과거 직업적 석면 노출 여부

를 순차적으로 보정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

하였다. Table 8은 편광현미경 석면 검출율과 석면

폐증 발생 교차비(PLM)를 나타낸 것이다. 혼란변수

를 보정하지 않았을 경우, 거주지 실외에서의 석면

폐증 발생 교차비는 3.41(95% CI : 1.04-11.19) 이

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을 나타내었다(p=0.043).

연령, 성별, 흡연 여부 및 과거 석면관련 직업력을

추가적으로 보정하며 석면폐증 발생 교차비를 보정

하였다. 이때 거주지 실외 석면 검출율과 석면폐증

발생 교차비는 3.36(95% CI : 0.90-12.53)로 순차적

보정에 따른 교차비 변화는 거의 없었다. 하지만 p-

값은 0.072로 경계역 수준 유의성을 나타내었다. 과

거 석면관련 직업력에 따른 석면폐증 발생의 교차비

는 3.33(95% CI : 0.92-12.03)으로 경계역 수준의 유

의성을 나타내었다(p=0.067).

Table 9는 전자주사현미경 석면 검출율과 석면폐

증 발생과의 교차비를 나타낸 것이다. 혼란변수를 보

정하지 않았을 경우의 교차비는 0.80(95% CI : 0.23-

2.78)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내지 않았으

며(p=0.727), 연령, 성별, 흡연 여부 및 과거 석면관

련 직업력을 보정하면 석면 노출에 따른 석면폐증

발생의 교차비는 0.77(95% CI : 0.20-2.99)로 순차

적 보정에 따른 교차비 변화는 거의 없었으며,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p=0.710). 과

거 석면관련 직업력에 따른 석면폐증 발생의 교차비

는 3.15(95% CI : 0.91-10.86)로 경계역 수준의 유

의성을 나타내었다(p=0.069).

Table 7. Association of past asbestos exposure and asbestos related work history

Asbestos

detection

Asbestos related work history
p-value

(+) (-)

Residential 

indoor(PLM)

+ 3 (12.0%) 1 (3.6%)
0.246

- 22 (88.0%) 27 (96.4%)

Residential 

indoor(SEM)

+ 8 (32.0%) 4 (13.8%)
0.109

- 17 (68.0%) 25 (86.2%)

Residential 

outdoor(PLM)

+ 14 (56.0%) 11 (40.7%)
0.271

- 11 (44.0%) 16 (59.3%)

Residential 

outdoor(SEM)

+ 18 (72.0%) 21 (72.4%)
0.973

- 7 (28.0%) 8 (27.6%)

Table 8. Odds ratios (95% CI) for Asbestosis (PLM: residential outdoor sample)

Model 1 Model 2 Model 3

OR

(95% CI)
p

OR

(95% CI)
p

OR

(95% CI)
p

Residential 

outdoor PLM

3.41

(1.04-11.19)
0.043

3.49

(0.98-12.38)
0.053

3.36

(0.90-12.53)
0.072

Age
1.05

(.095-1.16)
0.360

1.06

(0.95-1.18)
0.282

Sex
0.47

(0.08-2.80)
0.407

0.44

(0.07-2.90)
0.391

Smoking
2.21

(0.30-16.01)
0.434

1.83

(0.23-14.65)
0.571

Work history
3.33

(0.92-12.03)
0.067

Model 1 was not adjusted (crude)

Model 2 adjusted for age, sex, smoking status

Model 3 included variable in Model 2 and asbestos related work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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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 찰

주택 실내와 실외의 침적 먼지의 물리적 특성은

채취지점, 청소주기, 청소횟수 등 여러 요인으로 직

접 비교는 할 수 없으나, C/A계수를 산정하여 비교

평가 할 수 있다. C/A계수는 침적먼지의 열적분해

특성을 적용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상온에서 100oC

구간은 수분, 100-600oC 구간은 가연성분이 감소하

며, 그 잔류물은 회분이다. 주택 실내와 실외의 먼

지 노출 특성 평가는 가연분과 회분 비로 비교할 수

있다. 각 시료채취지점별 C/A 계수는 실내 8.6, 실

외 0.8로 평가되었다. 즉 실내공간은 가연분 발생율

이 실외보다 11배 높으며 실내공간의 침적먼지는 대

부분이 실내 활동에 의한 유기물에 의한 것으로 추

정할 수 있으며, 실외공간은 무기물이 큰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 침적먼지의 물

리적 성상은 실내의 경우 가연분이 큰 상관관계(r=

0.9379)를 가지며, 실외공간은 회분이 높은 상관관계

(r= 0.8509)를 나타내어, 주택 실내는 외기 비산먼지

의 영향이 극히 제한적인 반면, 실외는 비산먼지 영

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특히 대기

중 석면노출원이 존재할 경우, 주택 실내는 자연 기

류에 의한 석면입자의 유입 가능성 극히 낮은 반면,

실외공간은 비산석면입자의 유입 가능성이 클 것으

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침적먼지 대부분이 외기의 비산먼지가 주요한 발

생원임을 감안할 때 본 조사대상 주택 실내는 외기

비산먼지의 영향이 극히 제한적이며, 반면에 실외는

토양 및 기타 활동에 의한 비산먼지 영향을 많이 받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석면입자는 대기 중

비산석면과 토양 혹은 노출 발생원(광산, 폐석, 암석

등)에서 주택 내로 유입됨으로 주택 실내는 자연 기

류에 의한 침적 가능성이 극히 낮으며, 실외공간은

기류에 의한 비산석면입자의 영향이 높을 것으로 판

단된다. 

실내와 실외 공간별 미량원소 성분이 차를 보이는

것은 입자상 물질의 물리적 조성 및 원소 조성이 발

생원 및 이동 경로에 차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것을

이용하여 노출경로 및 발생원 분석을 평가 할 수 있

다. 시료 채취 공간별 개별입자 원소 조성 중 O, C,

Si, Mg은 실내와 실외공간에서 거의 유사한 값을 나

타내어 특이성이 없었다. 그러나 미량물질은 실내 경

우 아연이 5.79 mg로 높은 반면, 실외는 2.64 mg으

로 실내 농도가 약 2배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으며,

Na는 실외가 3.12 mg, 실내가 2.94 mg으로 실외가

다소 높은 수치를 기록 하였다. 대표적 토양 성분인

Al 과 Fe는 실내가 2.08 mg, 1.57 mg이며, 실외는

2.39 mg, 2.02 mg으로 직접적인 외기 영향을 많이

받는 실외가 표준오차를 벗어나 높게 나타나는 특징

을 보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Ca와 K는 실내가 1.03

mg, 2.11 mg이며, 실외가 1.86 mg, 0.84 mg로 실내

가 다소 높은 특징을 보였다. 이는 실내공간은 건축

Table 9. Odds ratios (95% CI) for asbestosis (SEM : residential outdoor sample)

Model 1 Model 2 Model 3

OR

(95% CI)
p

OR

(95% CI)
p

OR

(95% CI)
p

Residential 

outdoor SEM

0.80

0.23-2.78
0.727

0.79

0.21-2.99
0.732

0.77

0.20-2.99
0.710

Age
1.04

0.94-1.14
0.428

1.05

0.95-1.16
0.311

Sex
0.45

0.08-2.52
0.367

0.41

0.07-2.46
0.329

Smoking
2.93

0.44-19.44
0.267

2.46

0.34-17.61
0.371

Work history
3.15

0.91-10.86
0.069

Model 1 was not adjusted (crude)

Model 2 adjusted for age, sex, smoking status

Model 3 included variable in Model 2 and asbestos related work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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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 중 석고보드 시공이 많은 것과 연소에 의한 생

성으로 판단하였다. 

침적먼지에 대한 석면분석은 편광현미경을 주시험

법으로 하였다. 그러나 편광현미경의 낮은 확대배율

과 분해능으로 가는 석면섬유에서 음성오류가 발생

된다. 이런 편광현미경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전자현

미경 분석을 병행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에 따른 석

면 검출율과 석면폐증 발병과 관련성은 주택 실내·

외의 석면 검출 현황, 연령, 성별, 흡연 여부 및 과

거 석면관련 직업력을 추가적으로 보정하며 회귀분

석을 실시하여 제시하였다. 주택 실내 ·외의 석면 검

출 현황과 석면폐증 발생의 교차비가 3.36(95% CI

: 0.90-12.53)으로(p=0.072)을 분석되어 폐광산 지역

주민의 석면폐증과 발병과 침적 먼지의 석면검출율

과 관련이 있는 유의성이 있는 결과가 도출되어 향

후 폐광산 인근지역 주민의 석면관련 연구에 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과거 기상자료

등을 고려하여 대기확산모델을 동시에 적용하면 더

욱 더 해석력이 있는 과거 석면 환경 노출평가를 수

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V. 결 론

석면 폐광산에 대한 석면 노출은 대부분 과거 노

출이며 그에 따른 건강영향은 20-30년이 지난 장기

간 후에 나타난다.11) 따라서 역학연구에서는 과거의

노출을 평가하는 것이 필수적이나, 과거 노출을 평

가하는 방법이 부재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과거노

출을 평가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주택 실내 및 실외(마당 등 집 근처의 실외

환경)의 장기간 침적된 먼지를 포집하고 석면을 분

석하여 석면 검출율과 석면폐증 발병간의 관련성을

평가 하였다. 이 방법론은 특히 입자상 물질의 경우

과거 환경 노출을 평가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과거 석면의 환경

노출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론의 제시하였다는데 의

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 주택 실내 ·외

의 석면 검출 현황과 연령, 성별, 흡연 여부 및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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