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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measure the symptom prevalence of acute pesticide poisoning 

among farmers in Gyeong-gi province and to investigate the occupational risk factors. 

  Methods: The subjects were 663 farmers using pesticide directly or indirectly and the survey was 

performed during 2013. 7. 11 – 2014. 8. 27. The data were analyzed by SPSS 21.0. 

  Results: The prevalence of acute pesticide poisoning was 6.63% and dizziness was the most common 

symptom. Acute pesticide poisoning was related with ‘days of pesticide use per year’, ‘lifetime pesticide 

application days’, ‘the number of pesticide mixture’ and ‘type of farming’. 

  Conclusions: It is necessary to manage and educate the pesticide poisoning-vulnerable group more 

systematically. Afterward additional study is needed to investigate the farming safety behavior and delicate 

amount of pesticide exp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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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 농가수  농가인구는 2005년부터 

재까지 꾸 히 감소하는 추세이나, 이와는 반 로 

1인당 경지면 은 2008년 5,143㎡에서 2014년 

5,263㎡로 증가하 다. 한 농 을 구성하고 있는 

인구 집단은 만성질환  노인성질환의 이환 가

능성이 높은 65세 이상 인구의 비 이 2005년 

29.1%에서 2014년 39.1%로 크게 증가하 다[1]. 

오늘날 이러한 농 의 변화는 농  인구집단이 

각종 업무상 재해에 신체 ·생리 으로 취약함을 

시사하며, 1인당 경지면 의 증가는 필연 으로 

농기계  농약 사용의 증 를 가지고와, 농업 

인구는 각종 질병  사고에 더욱 취약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된다. 한 농업인의 실제 유

해요인 노출작업은 연간 일정하게 지속되기 보다는 

며칠에 걸쳐 집 으로 이루어진다. 일반 사업

장에서와 같이 일정한 농도의 유해요인에 지속

으로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짧은 기간에 집

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농업인들은 타직업군과는 

다른 직업  험요인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효과 인 농업인의 건강 리를 해서는 취약 집단 

 고 험 집단을 악하고, 무엇보다도 재 농업 

장의 특성을 반 할 수 있는 근이 필요하다[2].

  2011년도 농 진흥청 주  농업인의 업무상 질병 

 손상 조사 결과에 의하면, 농업인에게서 가장 

호발하는 농작업 재해는 도(농작업과 련하여 

미끄러지거나 넘어진 경우) 으며, 농약 독과 

련된 사고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논이나 비

닐하우스의 경우 농약 독 발생률이 각각 

27.3%와 20.4%로, 수도작 비율이 높은 국내 농업 

황[3,4]을 고려할 때 농약 독은 여 히 요한 

보건학  문제이다. 한 국내 농약  화학비료 

사용량[5]에 따르면, 연도별 단 면 당 농약 총 

사용량은 2007년 이후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나, 

OECD 주요 국가별 사용량을 비교하 을 때에는 

칠 , 뉴질랜드, 일본 등에 이어 6번째로 그 사용

량이 높아(9.1kg/ha) 여 히 국가의 리가 필요한 

산업이라 할 수 있다( 국 2.3kg/ha, 미국 1.9kg/ha). 

그러나 이러한 농약 독으로 인한 재해와 리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재 농업은 국내 산업보건 

정책의 심을 받고 있지 못하는 것이 실이며

[6], 이로 인하여 농약 독에 한 국가 인 감시

체계 한 존재하지 않아 실제 유병률이 정확히 

악되지 않고 있다[7]. 재 국내에서 시행된 연

구들은 부분 학수 에서 이루어졌으며, 각 

연구에서 보고되는 유병률도 연구 상자, 연구 

기간, 농약 독에 한 정의 등이 통일되지 않아, 

5.7% - 86.7% 등의 매우 범 한 수치를 보인다. 

더불어 성 농약 독은 농약에 노출된 후 임상

인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으나 비특이 인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부분이다[8]. 이로 인해 농약 

독에 한 농업인들의 험도 인식 한 낮아, 

독 후 치료를 받는 비율도 매우 조한 등 체

계 인 건강 리에 매우 취약하다[2,9]. 

  국내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았을 때 1975년도에 

처음으로 농약 독에 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그 후 꾸 히 이와 련된 단면연구 등이 이루어

져왔다[9]. 그러나 2010년도 이후에는 농약 독과 

련한 연구가 격히 었으며, 이 기간 동안 

수행된 연구들은 남성이나 일부 작목 재배자, 병원 

응 실 내원자 등을 상으로 하는 연구가 많았

고[10-13], 농약 독의 증상 유병률이나 험요인 

규명보다는 질병비용 추계, 노출량 추정, 성농

약 독 자가보고 방식의 신뢰도 조사에 한 연

구[14,15] 등이 주로 수행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기 일부 지역 농업인들의 

성 농약 독 증상 유병률  직업성 험요인을 

악하고 취약  고 험 집단을 규명함으로써, 

성 농약 독 방을 한 효과 인 자원 분배에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양 학교 기 생명윤리 원회(IRB)

에서 연구계획서에 한 승인을 받은 후 참여자의 

동의 하에 수행되었다. 2013년도부터 2014년도 

사이 한양 학교 농업안 보건센터 장검진에 

참여한 1143명을 상으로 조사요원들이 설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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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시행하 다. 본 연구에서는 재 농사를 짓고 

있으며 생계의 주요 수단이 농업이라고 응답한 

집단을 농업인으로 정의하 으며, 그  재 농

약을 직·간 으로 살포하고 있는 농업인은 714

명이었다. 이  성농약 독 증상 여부에 한 

문항의 결측치 51건을 제외한 663명을 최종 연구

상으로 선정하 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2013년도부터 2014년도 사이 한양 학교 농업

안 보건센터 장검진에 참여한 1143명을 상

으로, 훈련된 설문 조사요원들이 구조화된 설문

지를 통하여 일 일 면담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시

행하 다. 설문지는 일반  특성, 농작업 특성, 

실내 작업 특성, 과거력  가족력에 한 문항, 

호흡기 건강에 한 문항 등으로 구성되었다. 

  일반  특성에서는 성별, 연령, 결혼유무, 교육

수 , 연간소득, 운동·흡연·음주 유무에 하여 조

사하 으며, 농작업 특성에서는 농업 종사기간, 

주 작목과 재배형태, 농사일을 하는 시간과 휴식 

시간, 농약 사용과 련된 기간과 특성 등에 

하여 조사하 다. 실내 작업 특성은 농작업의 종

류와 재배경력, 연평균 작업 개월 수, 1일 평균 

작업 시간, 환기 상태, 작업 시 마스크 착용 유무 

 호흡기 증상의 악화 유무 등에 하여 설문조

사하 다. 과거력  가족력은 호흡기계·알 르기 

질환, 암, 기타 만성질환 등에 하여 조사하 으며, 

호흡기 건강은 천식, 알 르기성 비염, 만성폐쇄성 

폐질환 등에 한 개인의 건강상태에 하여 조

사하 다. 

  본 연구에서는 지난 1년간 농약 작업(직/간  

살포) 후 24시간 이내에 설문지에서 제시하는 21

가지 임상증상  한 가지라도 경험한 이 있는 

경우를 ‘ 성농약 독’이라고 정의하 다. 성농

약 독 임상증상은 국내·외 문헌고찰을 통하여 

‘심하게 지침, 두통, 어지러움, 구역질, 구토, 피부 

자극감, 의 자극감, 물, 목의 자극감, 콧물, 

가슴이 답답함, 호흡곤란, 조하거나 우울함, 일

시 인 의식상실, 평소보다 심하게 많이 땀을 흘림, 

시야가 흐려짐, 감각이 이상해짐, 말이 어 해짐, 

신마비, 과다행동, 설사’의 21가지 증상으로 선

정하 다[11,16-19]. 한 같은 작목을 재배하더

라도 재배 형태에 따라 작업환경  노출될 수 

있는 유해요인이 달라진다는 에 근거하여 주작

목을 노지, 하우스, 축사 3가지로 분류하 으며, 

농업인들이 응답한 재배 규모에 따라, 규모가 가장 

큰 제 1작목을 주 작목으로 선정하 다[2].

3. 통계 분석

  상자의 일반  특성은 빈도분석과 t-검정, 

ANOVA 등을 통해 확인하 으며, 성농약 독 

임상증상은 다 응답을 허용한 빈도분석을 통해 

확인하 다. 독군과 비 독군 사이의 집단 간 

차이를 검정하기 하여 카이제곱 분석을 사용하

으며, 성농약 독의 험요인 규명을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 다. 문헌고찰을 통

하여 성별, 연령, 교육수 을 보정 변수로 설정하

으며 이를 통한 각 변수들의 험도  신뢰구

간을 제시하 다. 경향분석은 linear by linear 

association을 통한 근사치를 추정값으로 사용하

다. 통계분석 로그램은 SPSS 21ver.을 사용

하 다.

결  과

1. 급성농약중독 임상증상 유병률

  농업인들의 성 농약 독 임상증상은 다 응

답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 으며, 각 증상의 유

병률은 Table1에 제시된 바와 같다. 총 663명의 

연구 상자  44명의 농업인(6.63%)이 지난 1

년간 농약 작업 후 성농약 독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21가지의 임상증상  어지러움이 

25건(58.1%)으로 유병률이 가장 높았으며, 가슴 

답답함이 19건(44.2%), 구역질 17건(39.5%), 두통 

16건(37.2%), 호흡곤란 12건(27.9%), 물이 흐름 

11건(25.6%), 시야가 흐려짐 10건(23.3%) 등의 순

이었다. 과다행동 증상을 보고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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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ymptom prevalence of acute pesticide poisoning among 44 farmers using multiple 

response analysis
*
                                                               n=44

Symptom of acute pesticide poisoning frequency percentage of case(%)

dizziness 25 58.1

chest pain 19 44.2

nausea 17 39.5

headache 16 37.2

dyspnea 12 27.9

lacrimation 11 25.6

blurred vision 10 23.3

skin irritation 8 18.6

eye irritation 8 18.6

profuse sweating 8 18.6

fatigue 8 18.6

sore throat 8 18.6

vomiting 5 11.6

runny nose 5 11.6

diarrhea 4 9.3

anxious or depressed 3 7.0

paresthesia 3 7.0

syncope 1 2.3

slurred speech 1 2.3

paralysis 1 2.3

hyperactivity 0 0.0
*the prevalence of acute pesticide poisoning was 6.63%

2. 일반적 특성

  성 농약 독에 하여 독군과 비 독군 2

개로 분류하여 결과를 제시하 다. 독 유무에 

따른 연구 상자들의 일반  특성은 Table2에 

제시된 바와 같다. 44명의 독군  남성은 28

명(63.6%), 여성은 16명(36.4%)으로, 남성보다 

여성의 독 험도가 약 1.05배 높았으나 통계

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독군의 평균 연령

은 60.61±8.44세로 비 독군 59.86±10.19세 보다 

높았으나, 두 군 간에 유의한 평균의 차이를 보

이지는 않았다. 70  이상인 군을 제외하면 연

령이 증가할수록 독 험도가 증가하 으나 

통계 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교육 수 은 

등교육 이하 집단과 고등교육 이상 집단으로 나

어 비교하 다. 로지스틱 회귀 분석 결과 

등교육 이하 집단이 고등교육 이상 집단보다 약 

2.11배 독 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

계 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95% CI 0.99-4.52). 

그러나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독군과 비

독군은 교육수 에 따라 유의한 차이(p=.03)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소득 수 이 높을

수록 독 험은 증가하 으나 통계 으로 유

의하지는 않았다. 재 음주 상태에서는 음주를 

하는 군이 음주를 하지 않는 군보다 약 1.86배 

독 험도가 높았으나 통계 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3. 직업성 위험요인

  성 농약 독 유무에 따른 직업성 험요인으

로, 독군과 비 독군의 농업 종사기간  농약 

사용기간과 련된 특성을 6가지로 분류하여 제

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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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간 농약 살포시간은 1회 평균 농약 살

포시간과 연간 농약 살포일수의 곱으로, 평생 농약 

살포일수는 농약 살포 년수와 연간 농약 살포일

수의 곱을 통하여 간 으로 산출하여 분석하 다. 

독군의 평균 농업 종사기간은 33.75±12.65년으로 

비 독군 29.61±15.61년보다 길었으며, 이는 통계

으로 유의하 다(p=.04). 농약 살포 년수, 1회 

평균 농약 살포시간, 평생 농약 살포일수는 독

군이 비 독군보다 더 길었으나, 통계 으로 유

의하지는 않았다. 연간 농약 살포시간과 연간 농

약 살포일수는 비 독군이 독군보다 더 길었으나, 

통계 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Table 3).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by acute pesticide poisoning                 N=663

Variables

No-poisoning Poisoning

total
x2 / t

(p-value)

Adjusted OR*

(95% CI)
(n=619) (n=44)

n(%) n(%)

Gender

Male 425(93.8) 28(6.2) 453(68.3) 0.479(.48) 1.00

Female 194(92.4) 16(7.6) 210(31.7) 1.05(0.53-2.06)

Age(years)

total 59.86±10.19 60.61±8.44 -0.563(.57)

<50 84(96.6) 3(3.4) 87(13.1) 1.00

50-59 228(92.7) 18(7.3) 246(37.1) 1.60(0.44-5.82)

60-69 191(91.8) 17(8.2) 208(31.4) 1.51(0.39-5.79)

≥70 116(95.1) 6(4.9) 122(18.4) 0.83(0.18-3.77)

Marital status

with spouse 555(93.1) 41(6.9) 596(89.9) 0.561(.60) 1.00

without spouse 64(95.5) 3(4.5) 67(10.1) 0.66(0.19-2.28)

Educational status

≥high school 287(95.7) 13(4.3) 300(45.2) 4.691(.03) 1.00

≤middle school 332(91.5) 31(8.5) 363(54.8) 2.12(0.99-4.52)

Annual income(million won)

≤20 355(93.9) 23(6.1) 378(57.0) 0.795(.66) 1.00

20-30 65(94.2) 4(5.8) 69(10.4) 1.09(0.35-3.36)

≥31 199(92.1) 17(7.9) 216(32.6) 1.69(0.82-3.57)

Exercise

yes 202(93.1) 15(6.9) 217(32.7) 0.040(.84) 1.00

no 417(93.5) 29(6.5) 446(67.3) 0.90(0.46-1.73)

Smoking(over 5package)

no 261(92.2) 22(7.8) 283(42.7) 1.031(.31) 1.00

yes 358(94.2) 22(5.8) 380(57.3) 0.79(0.32-1.95)

Alcohol

no 269(94.7) 15(5.3) 284(42.8) 1.472(.22) 1.00

yes 350(92.3) 29(7.7) 379(57.2) 1.86(0.91-3.80)
*adjust for age, sex and educational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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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Work-related risk factors by acute pesticide poisoning(1)                          N=663

Variables

No-poisoning

(n=619)

Poisoning

(n=44) total t(p-value)

M±SD M±SD

Farming years 29.61±15.61 33.75±12.65 29.88±15.46 -2.063(.04)

Years of pesticide use 27.12±14.25 30.82±11.95 27.37±14.13 -1.953(.05)

Hours of pesticide use for once 3.37±7.96 3.45±3.89 3.38±7.75 -0.064(.94)

*Hours of pesticide use per year 96.69±404.35 74.66±92.06 95.23±391.43 0.360(.71)

Days of pesticide use per year 26.41±49.63 25.55±35.64 26.35±48.80 0.113(.91)

**Lifetime pesticide application days 611.58±1196.18 838.22±1190.82 626.62±1196.26 -1.215(.22)

*Calculated by; Hours of pesticide use for once x Days of pesticide use per year
**Calculated by; Days of pesticide use per year x Years of pesticide use 

  농업 종사기간과 농약 사용기간을 범주화화여 

농약 독 여부와의 련성을 악한 결과, 농업

종사기간(p=.02)과 연간 농약 살포일수(p=.01)는 

독군과 비 독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변수 모두 기간이 길어

질수록 성 농약 독 험도가 유의하게 증가

하는 경향을 보 다. 특히 연간 농약 살포일수는 

15일을 기 으로 나 었을 때, 15일 이상인 경우 

독 험도가 약 2.31배 증가하 으며 이는 

통계 으로도 유의하 다(95% CI 1.20-4.43). 

농약 살포 년수와 평생 농약 살포일수는 독

군과 비 독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으나, 경향분석 결과 살포 년수  살포일

수가 길어질수록 농약 독 험도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 다. 평생 농약 살포일

수의 경우에는 300일 미만, 300일 이상 600일 

미만, 600일 이상의 3개 군으로 나 어 분석을 

실시하 다. 평생 농약 살포일수가 600일 이상

인 경우에는 300일 미만인 경우에 비하여 성 

농약 독 험도가 2.09배 증가하 으며, 이는 

통계 으로도 유의하 다(95% CI 1.01-4.33). 1회 

평균 농약 살포시간과 연간 농약 살포시간은 

기간이 길어질수록 농약 독 험도가 증가하

기는 하 으나 통계 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Table 4).

4. 농작업 특성

  Table 5는 농작업 특성과 련된 결과이다. 

혼합 농약 사용 개수(p=.007)와 재배 형태

(p=.001)는 독군과 비 독군 간에 유의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S기를 사용하여 

농약을 살포하는 경우 기타 살포방법(핸드 스

이, 등짐형 분무기, 연무기 등)에 비하여 

성 농약 독 험도가 1.52배 높았으나 통계

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혼합 농약 사용 개

수가 3개 이상인 경우 독 험도는 4.57배 증

가하 으며, 이는 통계 으로도 유의하 다(95% 

CI 1.07-19.54). 한 경향분석 결과, 혼합 농약 

사용 개수가 증가할수록 농약 독 험도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 다(p=.007). 주작목의 재

배형태를 축사, 하우스, 노지 3가지로 나 어 

분석한 결과, 노지 재배자의 경우 축사 농업인

보다 독 험도가 12.65배 높았으며, 이는 통

계 으로도 유의하 다(95% CI 1.66-96.36). 하

우스 재배자의 경우에는 축사 농업인보다 독 

험도가 5.05배 높았으나 통계 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보호구 착용에 하여 보호장갑, 

보안경, 보호모자, 방제복 상·하의, 보호장화, 

농약살포용 국가 검정 마스크 등 총 7가지의 

보호구에 한 착용 실태를 조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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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Work-related risk factors by acute pesticide poisoning(2)                          N=663

Variables

No-poisoning

(n=619)

Poisoning

(n=44) total
x2

(p-value)
p-for trend

Adjusted OR*

(95% CI)
n(%) n(%)

Farming years

<10 70(97.2) 2(2.8) 72(10.9) 9.87(.02) .003 1.00

10-19 96(98.0) 2(2.0) 98(14.8) 0.70(0.10-5.17)

20-29 120(95.2) 6(4.8) 126(19.0) 1.58(0.30-8.35)

≥30 333(90.7) 34(9.3) 367(55.3) 3.64(0.74-17.70)

Years of pesticide use

<10 74(97.4) 2(2.6) 76(11.5) 7.29(.06) .01 1.00

10-19 101(95.3) 5(4.7) 106(16.0) 1.61(0.30-8.68)

20-29 149(95.5) 7(4.5) 156(23.5) 1.40(0.27-7.19)

≥30 295(90.8) 30(9.2) 325(49.0) 3.26(0.69-15.27)

Hours of pesticide use for once

<1 144(95.4) 7(4.6) 151(22.8) 1.29(.52) .28 1.00

1-2 161(93.1) 12(6.9) 173(26.1) 1.45(0.54-3.86)

≥2 314(92.6) 25(7.4) 339(51.1) 1.57(0.64-3.82)

Hours of pesticide use per year

<15 271(95.1) 14(4.9) 285(43.0) 2.42(.29) .13 1.00

15-30 85(92.4) 7(7.6) 92(13.9) 1.56(0.60-4.03)

≥30 263(92.0) 23(8.0) 286(43.1) 1.77(0.86-3.62)

Days of pesticide use per year

<15 365(95.3) 18(4.7) 383(57.8) 5.49(.01) .01 1.00

≥15 254(90.7) 26(9.3) 280(42.2) 2.31(1.20-4.43)

Lifetime pesticide application days

<300 329(95.6) 15(4.4) 344(51.9) 5.98(.05) .02 1.00

300-600 112(91.1) 11(8.9) 123(18.5) 1.66(0.73-3.73)

≥600 178(90.8) 18(9.2) 196(29.6) 2.09(1.01-4.33)
*adjust for age, sex and educational status

  ‘없음/착용 안함’과 ‘가끔 착용’을 착용하지 않는 

군으로, ‘자주 착용’과 ‘항상 착용’을 착용하는 군

으로 구분하 으며, 의 7가지 보호구  한 개도 

착용하지 않는 군, 1-3개 착용하는 군, 4개 이상 

착용하는 군으로 나 어 분석하 다. 비 독군의 

평균 보호구 착용 개수는 2.05±1.95개 고, 독

군의 평균 보호구 착용 개수는 1.84±1.71개로, 비

독군의 평균 착용 개수가 더 많았으나 통계

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보호구를 4개 이상 착

용하는 군에 비하여, 1-3개, 착용하지 않는 군의 

독 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

계 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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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haracteristics of farming by acute pesticide poisoning                            N=663

Variables

No-poisoning

(n=619)

Poisoning

(n=44) total
χ2
/t

(p-value)

p

-for trend

Adjusted OR
*

(95% CI)
n(%) n(%)

Application method

H.P etc.† 344(94.5) 20(5.5) 364(54.9) - 1.00

speed- sprayer 275(92.0) 24(8.0) 299(45.1) 1.69(.19) 1.52(0.80-2.87)

The number of pesticide mixture

0 96(98.0) 2(2.0) 98(14.8) 7.47(.02) .007 1.00

<3 211(95.0) 11(5.0) 222(33.5) 2.41(0.52-11.13)

≥3 312(91.0) 31(9.0) 343(51.7) 4.57(1.07-19.54)

Indoor working hours

<3 186(90.3) 20(9.7) 206(31.1) 4.56(.10) .05 1.00

3-8 95(95.0) 5(5.0) 100(15.1) 0.53(0.18-1.48)

≥8 338(94.7) 19(5.3) 357(53.8) 0.52(0.26-1.04)

Type of farming

livestock 96(99.0) 1(1.0) 97(14.6) 14.50(.001) <0.001 1.00

greenhouse 331(94.8) 18(5.2) 349(52.6) 5.05(0.66-38.54)

open field 192(88.5) 25(11.5) 217(32.8) 12.65(1.66-96.36)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total 2.05±1.95 1.84±1.71 0.70(.47)

≥4 131(94.9) 7(5.1) 138(20.8) 0.69(.70) .46 1.00

1-3 305(93.0) 23(7.0) 328(49.5) 1.31(0.54-3.16)

0 183(92.9) 14(7.1) 197(29.7) 1.34(0.52-3.44)

*adjust for age, sex and educational status
†hand spray(manual/power), knapsack type spray(manual/power), fog machine, boom type for mist or dust, 

seed disinfector, etc.

고  찰

  본 연구의 성 농약 독 임상증상 유병률은 

6.63%로, 기존 연구에서 보고되었던 5.7-86.7%[8]

와 비교하 을 때에는 비교  낮은 값을 보이는 

결과이다. 이는 최근 건강에 한 심의 증  

 환경보존을 한 유기농 재배와 같은 농방

법의 변화 등이 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한 과거와 비교하 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하는 다양한 참여형 로그램  교육 등이 

농업인들을 상으로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

으며, 이로 인하여 농업인들의 안  의식  농

작업 환경이 개선되어 성 농약 독의 발생률 

감소에도 기여하 을 것이다. 

  비 독군과 독군의 평균 농업종사기간  농

약살포기간을 비교하 을 때, 비교  장기간의 

농약 노출량을 반 할 수 있는 농업 종사기간, 

농약 살포 년수, 연간 농약 살포일수, 평생 농약 

살포일수가 길수록 성 농약 독 험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연구[9,11,20]에서 평생 농약 살포일수  연간 

살포일수가 증가할수록 성 농약 독 험도가 

높아진다는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일회 인 

농약 노출량보다는 장기간 노출된 농약량에 따라 

농업인의 성 독 험도가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추후 농업종사기간  농약사용기간이 

긴 농업인들이 성 농약 독의 고 험 집단임을 

인지하고, 이들에 한 집 인 교육이 필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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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한 장시간 농업에 종사한 농업인일수록 

기존의 작업 방식을 유지하고, 보호구 착용이나 

농작업 안  수칙 수 등에 하여 배타 인 태

도를 지닐 수 있기 때문에 이에 한 효과 인 

근 한 필요할 것이다.

  혼합 농약사용은 농약에 한 병해충의 내성 

생성을 방지하고, 비용 고효율을 하여 농

에서 흔히 사용하는 농법이다. 이는 농약 노출

량을 간 으로 반 할 수 있는 지표로, 본 연

구에서는 혼합 농약 개수가 많아질수록 독 

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혼합 과

정은 농약 유효성분의 희석 농도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혼합하는 과정 자체뿐만이 아니라, 이를 

살포하는 과정 한 농업인들에게 농약 독의 

큰 유해요인이 될 수 있다[21].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분의 농업인들은 농약을 살포하는 경우에만 

보호구를 착용하거나 주의를 기울이는 등의 경향이 

있다. 농약을 혼합하는 과정 한 농약 노출로 

인한 성농약 독의 험이 있기 때문에, 혼합 

과정 시에도 반드시 안 수칙을 수하도록 교육

하여야 할 것이다.

  재배 형태와 련하여서는 축사, 하우스, 노지 

3가지로 분류하여 분석하 으며, 축사 농업인에 

비하여 노지 재배자의 독 험도가 12.65배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작목 종류에 따른 농약 독의 

차이는 없었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11]와 비되는 

결과로, 본 연구에서는 농약 살포량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과수업[22]이 노지 재배의 한 형태로 포함

되어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향후에는 작목 형

태별 정확한 험도를 악하기 하여 수도작, 

밭농사, 과수, 화훼, 축사 등 세부 인 분류를 바

탕으로 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한 본 

연구 결과에서는 제시하지 않았으나 노지 재배자의 

연령이 세 가지 작목  가장 높은 반면, 교육수

은 낮은 것을 고려한다면, 연령과 낮은 교육수

의 효과 한 반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축사에서 사용하는 농약은 농약 리법[23] 상으

로는 농약의 범주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우리가 

일반 으로 농약이라고 인식하는 제 제나 살충

제가 아니라, 소독이나 방역의 목 으로 사용되는 

살균제이다. 살균제는 일반 살충제  제 제가 

acetylcholinesterase 억제 작용을 통하여 성 농

약 독 증상을 유발하는 것과 달리, 세포막의 

시틴 합성을 해한다. 농약별로 주요 작용기 이 

다르며, 아직까지 살균제 사용 후 증의 신 

독증상이 보고된 바는 없으나, 일부 살균제의 

경우에는 성 독 시 살충제  제 제와 유사한 

일반 독 증상을 유발하기도 한다[24]. 따라서 

본 연구의 축사 농업인이 사용하는 살균제 한 

성농약 독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물질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본 연구 결과 축사 농업인

들은 노지에 비하여 농업 종사기간이나 총 농약 

사용기간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농약 살포

시간  살포일수, 평생 농약 살포일수가 약 4∼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 

농약 살포 일수는 기타 노지나 하우스에 비하여 

축사 농업인이 길지만, 유효 성분에 의한 인체독

성은 살충제 는 제 제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작목별 농약 독 험도에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성농약 독증상을 경험한 집단은 

44명으로 유병률  험요인을 규명하기에는 빈

도수가 낮아 신뢰도에서 한계 이 있었다. 한 

농작업 특성과 련하여, 농약 살포 시 안  수

칙 수 실태나 농약의 종류나 유효성분 등과 

련한 세부 인 문항이 부족하고, 농지 면  등 

농업의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변수에 한 분석

이 부족하다는 한계 을 가진다. 추후에는 연구 

상자를 충분히 확보하고 농작업 특성과 련된 

사항을 보완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주작목을 기 으로 하여 성 농약

독 험요인을 분석하 으나, 실제 농업 장에

서는 단일작물이 아닌 복합 농을 하는 경우가 

부분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이러한 실제 농작업 

장을 반 하기 하여 제1작목과 제2, 3작목 

등에 개별 인 가 치를 두는 등의 세부 인 분

석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성농약 독에 향을 미치는 

직업성 험요인의 상당수에서 경향성을 입증할 

수 있었고, 재배 형태와 살포 방법 간의 연 성 

발견을 시도한 에서 의의가 있다. 성농약 독 

증상은 두통이나 구역질 등 비특이 인 증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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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기 때문에 농업인들은 이에 한 한 치료 

없이 간과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18,25]. 그

러나 본 연구를 통하여 농약 독의 표 인 증

상들이 무엇인지 제시함으로써, 향후 농업인들이 

농약 살포 후 해당 증상 발생 시 성 농약 독의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 있는 환 을 제공하여 

자가 건강 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성인 

학습  교육은 업무 지향성을 충족시키는 것이 

필수 이며, 업무수행 환경에 맞게 재 방법을 

수정하여 용하는 것 한 매우 요하다[26]. 

성농약 독을 방하고 안 한 농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해서는 이러한 농업인들의 실제 농작

업 환경을 반 하여 그들 스스로가 고 험 집단

임을 인지할 수 있는 근 방법이 필요하다. 따

라서 본 연구는 농업인들이 자신의 농업 종사기

간이나 재배 형태 등에 따른 험도를 인지하게 

함으로써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고, 더 나

아가 향후 보건 정책이 을 두어야 할 집단을 

구체화하 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요  약

  본 연구는 2013∼2014년도 한양 학교 농업안

보건센터 장검진에 참여한 경기 일부 지역 

농업인을 상으로 성 농약 독 증상 유병률과 

이와 련된 험요인을 규명하고자 하 다. 연구 

결과, 성 농약 독은 농업종사기간, 농약 살포

년수, 연간 농약 살포일수, 평생 농약 살포일수가 

길수록, 혼합 농약 사용 개수가 많을수록, 노지 

재배를 하는 경우 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향후, 성 농약 독에 한 취약 집단을 

좀 더 체계 으로 리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감사의 말씀

  2013∼2015년도 동안 경기도 지역 농업인들의 

건강 실태 악  험요인 규명을 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경기도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계자 분들께 감사의 말  드

립니다. 한 장 조사에 극 으로 참여해주신 

경기도 지역의 농업인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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