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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was designed to assess the level of physical exposure to heavy metals among residents

who live around a Chungcheongnam-do Province industrial complex and to provide baseline data on the effects

and harms of heavy metals on the human body by comparing their exposure levels to those of people from

control regions.

Methods: We measured blood lead and cadmium levels and urine mercury and chromium levels and conducted

a survey among 559 residents from the affected area and 347 residents of other areas.

Results: Blood lead and cadmium levels and urine mercury levels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the case region

than among those in the control region (p=0.013, p<0.001, p<0.001, respectively). In the thermoelectric power

plant area, blood cadmium and urine mercury levels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in the control region

(p<0.001, p<0.001, respectively). In the steel mill and petrochemical industry areas, blood cadmium level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in the control region (p<0.001). Dividing groups by the reference level of blood

cadmium (2 µg/L), the odds ratios between the case and control regions were 2.56 (95% CI=1.83-3.58), 3.11

(95% CI=2.06-4.71) for the thermoelectric power plant area, 1.78 (95% CI=1.19-2.65) for the steel mill area and

4.07 (95% CI=2.40-6.89) for petrochemical industry area.

Conclusion: This study showed that the levels of exposure to heavy metals among residents living near a

Chungcheongnam-do Province industrial complex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in the control region. This

seems to be attributable to exposure to heavy metals emissions from the industrial complex. Further research and

safety measures are required to protect residents’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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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화석연료와 중금속 등의 유

해한 물질들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주변환경과 주

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또한

커지고 있다. 각종 산업단지와 발전소 그리고 제철

소 등에서 배출하는 황산화물(SOx)과 질소산화물

(NOx), 폴리염화비페닐류(PCBs), 다핵방향족탄화수

소류(PAHs), 휘발성 유기화합물질(VOCs), 특정대기

유해물질(HAP), 그리고 중금속 등과 같은 오염물질

들이 대기와 토양으로 배출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

하기 위한 대책들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높아지고

있다.1-5)

환경오염물질 노출에 의한 아토피, 천식 등의 질

환이 증가하고 있으며, 각종 만성질환과 암과의 관

련성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환

경적 변화에 대한 대응을 위해 국가의 환경정책 또

한 변화가 있어 왔다. 과거의 대기와 수질 등 매체

별 관리 중심의 환경정책에서, 국민건강에 중점을 둔

환경보건정책으로 바뀌고 있다. 특히, 공단지역 주민

들의 건강 피해를 우려하여, 공단지역에 거주하는 주

민들을 대상으로 유해환경오염물질의 노출실태와 건

강영향을 평가 및 감시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2003년부터 우리나라 주요 산업단지인 울산, 포항,

광양, 시화·반월 등을 대상으로 20년간의 장기 추적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사업이 시작하였다.6-9) 이

와 더불어 2006년엔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2006

년~2015년)’이 세워져 진행되었으며, 이 계획은 2008

년 ‘환경보건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정 종합계획으

로서의 재수립이 추진되었고, 2015년에는 ‘수정계획

(2011년~2020년)’이 발표되었다.10-12)

당진과 서산 등 충남 서북부지역에도 화력발전소,

제철단지, 석유화학단지와 같은 대규모 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다양한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고 있다. 이 지역의 주변에는 일반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거지역이 인접해 있으며, 해륙풍에 의해

산업단지에서 배출된 환경오염물질이 주거지역으로

이동하기 쉬운 지리적 요건을 보이고 있다. 

충청남도는 지난 2013년도부터 충남 서북부 환경

취약 지역의 주민건강에 대한 우려와 건강관리를 위

한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해 ‘충청남도 환경오염 취

약지역 주민건강영향 조사’를 실시해 왔다. 이 조사

의 목적은 노출 가능 오염물질에 의해 체내에 축적

되는 물질에 대한 ‘생물학적 노출지표’의 모니터링

을 통하여, 체내노출, 생화학적 영향 및 생물학적 건

강영향을 평가하고, 최종적으로 이들의 건강장해와

질환 등을 조사함으로서, 오염에 의한 관련 영향을

파악하는 데 있으며, 환경오염에 대한 적절한 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효과적인 장기적 대응전략을 세우

는 데 필요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함에 있다.

특히 화력발전소, 제철단지, 석유화학단지에서 배출

될 가능성이 높은 납, 수은, 카드뮴, 크롬 등 중금속

들의 영향에 중점을 두고 있다. 납의 경우, 빈혈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13,14) 뇌병증을 일으키고,15) 신

장기능을 손상시킬 수 있으며,16,17) 수은의 경우 가

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장기는 중추신경계로, 수

은 노출 수 발생하는 신경학적 장해는 지속적으로

진행하게 되고, 폭로기간과 양에 따라 심해지고 비

가역적일 수도 있으며18) 신증후군19)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카드뮴은 신세뇨관 손상을20) 일으키고 근골

격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폐암과 신장암 그리고

전립선암의 발생과 관계가 있다.21) 크롬은 비중격

천공과22) 호흡기계 암을23) 일으킨다.

중금속이 인체에 노출될 수 있는 경로는 매우 다

양하고, 흡수 및 대사 등이 개인에 따라 다르며, 중

금속의 지속적인 노출로 인한 생체내의 축적을 통해

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인체의 중금속

노출 평가를 위해 생물학적 노출지표를 이용하여 보

다 정확한 노출정도를 예측하고 위험도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충청남

도 내의 화력발전소, 제철단지, 석유화학단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중금속에 대한 생물학

적 노출지표인 혈중 납, 혈중 카드뮴, 요중 수은, 요

중 크롬의 농도를 분석하여, 주민들의 중금속 노출

실태를 파악하고, 비교지역 주민들과의 비교를 통해

취약지역 주민들의 건강피해 예방을 위한 기초 자료

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1. 측정 대상 및 기간

총 3차년도에 걸쳐서 진행되었으며, 1차년도 조사

는 201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차년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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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2014년 5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리고

3차년도 조사는 2015년 6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되었다. 취약지역과 비교지역으로 나누어 진행

되었으며, 발전소 3곳, 제철단지 1곳, 석유단지 1곳

을 취약지역으로 선정하였고, 비교지역은 취약지역

으로부터 20 km~50 km 이상 떨어진 농촌지역 4곳

을 선정하였다. 취약지역의 경우, 당진 화력발전소(2

개 마을) 51명, 보령 화력발전소(8개 마을) 71명, 태

안 화력발전소(3개 마을) 79명, 당진 제철단지(9개마

을) 266명, 서산 석유단지(6개 마을) 92명을 대상

으로 하였으며, 비교지역의 경우 청양(5개 마을) 83

명, 홍성(1개 마을) 56명, 공주(11개 마을) 119명, 안

면도(6개 마을) 89명을 대상으로 하여, 총 9개 지역

51개 마을에서 실시되었고, 취약지역은 559명, 비교

지역은 347명, 총 90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Fig. 1).

본 연구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DKUH 2013-10-005), 모든 대상자들에게 사전동의

(informed consent)를 받고 진행되었다.

2. 측정 및 분석 방법

설문지를 통하여 성별, 나이, 흡연력, 음주력, 생선

섭취 등의 인구학적 특성과 생활습관을 조사하였으

며, 중금속은 혈중 납, 혈중 카드뮴, 요중 수은, 요

중 크롬을 측정 대상으로 하였다. 

모든 생체시료는 51th G-EQUAS(THE GERMAN

EXTERNAL QUALITY ASSESSMENT SCHEME

For Analyses in Biological Materials)를 통해 각 항

목별 정확도(Accuracy)와 정밀도(Precision)를 분석

하여 분석 정도관리를 시행하였다. 

혈액 시료는 항응고제(EDTA)가 포함되어 있는

혈액채취용기에 채취 한 후 밀봉하여 분석할 때까

지 -20oC로 동결 보관하였으며, 측정장비는 흑연로

원자흡광 광도계(GF-AAS, AAnalyst 600, Perkin

Elmer, USA)를 사용하였다. 요중 시료 역시 분석할

때까지 -20oC로 동결 보관하였으며, 측정장비는 유

도결합플라즈마 질량분석기(ICP-MS, ELAN DRC-

II, Perkin Elmer, USA)를 사용하였다. 농도 분석 과

정은 표준용액과 1% 질산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보

정용 표준용액을 가지고 표준물첨가법을 이용하여

흡광도를 측정하였고, 각 물질에 해당되는 흡광도와

보정용 표준용액의 농도 사이에서 발생된 상관성을

구하여 검정곡선을 작성하였다.

3. 통계 분석

인구학적 특성과 생활습관은 기술통계를 통해 빈

도와 분포를 파악하였으며, 카이제곱검정(Chi-square

test)을 이용하여 취약지역과 비교지역을 비교하였

다. 체내 중금속 측정 결과 LOD(limit of detection)

미만의 결과를 나타낸 대상자는 분석에서 제외하였

고, 906명의 대상자는 모두 LOD 이상의 수치를 보

인 대상자들이다. 혈중 납, 혈중 카드뮴, 요중 수은,

요중 크롬은 산술평균값과 기하평균값을 구하였으

며,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t-test)을 통해 취약

지역과 비교지역을 비교하였고, 일원배치 분산분석

(one way ANOVA)과 사후검정(Tukey test)을 통해

발전단지, 제철단지, 석유화학단지 각각을 비교지역

과 비교하였다. 

선형회귀분석(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성별, 나이, 흡연력, 음주력, 생선섭취 정도를 보정

하여, beta-coefficient 값과 standard error 값을 구하

여, 취약지역과 비교지역을 비교하였고, 발전단지, 제

철단지, 석유화학단지 각각을 비교지역과 비교하였다. 

혈중 카드뮴의 경우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에서

제시한 일반인 기준치(2 µg/L)를 기준으로24) 기준치

미만인 그룹과 기준치 이상인 그룹으로 나누어 카이

제곱 검정을 통해 비교하였으며, 로지스틱 회귀분석

Fig. 1. Chungnam industrial complex areas and control

reg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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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istic Regression)을 통해 성별, 나이, 흡연력, 음

주력, 생선섭취정도를 보정하여 비교지역에 대한 각

취약지역의 비차비(odds ratio)를 구하여 비교하였다.

추가로, 각 산업단지와 거주지 간의 거리에 따른

체내 중금속 농도를 살피기 위해, 산업단지로부터

1 km, 2 km를 기준으로 근거리 거주민과 원거리 거

주민의 체내 중금속 농도를 비교하였다. 

III. 결 과

대상자 중 취약지역은 남성 261명(46.7%), 여성

298명(53.3%), 비교지역은 남성 185명(53.3%), 여성

162명(46.7%)이었다(p=0.053). 연령은 취약지역의 평

균이 64.4세(±11.0세)였고, 비교지역은 64.5세(±9.6세)

였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7). 흡연상태의

경우 비흡연자가 594명(65.8%), 과거 흡연자가 167

명(18.5%), 현재 흡연자는 142명(15.7%)이었으며, 취

약지역과 비교지역간의 분포상 유의한 차이는 없었

다(p=0.208). 음주상태는 비음주자가 444명(49.2%),

과거 음주자가 88명(9.8%), 현재 음주자는 370명

(41.0%)이었고, 취약지역과 비교지역간의 유의한 차

이는 보이지 않았다(p=0.052). 생선섭취의 경우 ‘주

1회 이하’ 섭취군과 ‘주 2회 이상’ 섭취군으로 분류

하였으며, 489명(54.4%)가 주 1회 이하의 빈도로 생

선섭취를 하고 있었고, 410명(45.6%)이 주 2회 이상

의 빈도로 생선섭취를 하고 있었다. 취약지역의 경

우 두 그룹이 각각 276명(49.7%), 279명(50.3%)이

었으며, 비교지역은 두 그룹이 각각 213명(61.9%),

131명(38.1%)으로 나타나 취약지역과 비교지역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Table 1).

혈중과 요중 시료에서의 중금속 검출율은 발전단

지가 99.0%, 제철단지가 94.7%, 석유화학단지가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Characteristics

Near by industrial complex area Not near by 

industrial 

complex area

(n=347)

NICA 

vs 

NNICA

Thermoelectric 

Power Plant

(n=201)

Steel Mill

(n=266)

Petrochemical 

Industries

(n=92)

Total

(n=559)
p-value*

Sex Male 99 (49.3) 129 (48.5) 33 (35.9) 261 (46.7) 185 (53.3)
0.053

Female 102 (50.7) 137 (51.5) 59 (64.1) 298 (53.3) 162 (46.7)

Age Mean±SD 66.3±11.1 64.2±10.3 60.4±11.7 64.4±11.0 64.5±9.6

0.007

<50 17 (8.5) 25 (9.4) 20 (21.7) 62 (11.1) 20 (5.8)

50-59 37 (18.4) 57 (21.4) 27 (29.3) 121 (21.6) 92 (26.5)

60-69 54 (26.9) 93 (35.0) 23 (25.0) 170 (30.4) 128 (36.9)

70-79 68 (33.8) 77 (28.9) 15 (16.3) 160 (28.6) 86 (24.8)

≥80 25 (12.4) 14 (5.3) 7 (7.6) 46 (8.2) 21 (6.1)

Smoking Non smoker 116 (58.0) 190 (71.4) 73 (79.3) 379 (67.9) 215 (62.3)

0.208Past smoker 56 (28.0) 32 (12.0) 7 (7.6) 95 (17.0) 72 (20.9)

Current Smoker 28 (14.0) 44 (16.5) 12 (13.0) 84 (15.1) 58 (16.8)

Alcohol Non drinker 91 (45.7) 153 (57.5) 45 (48.9) 289 (51.8) 155 (44.9)

0.052Past drinker 34 (17.1) 21 (7.9) 2 (2.2) 57 (10.2) 31 (9.0)

Current drinker 74 (37.2) 92 (34.6) 45 (48.9) 211 (37.9) 159 (46.1)

Fish intake 

frequency

≤1 per a week 72 (36.4) 161 (60.8) 43 (46.7) 276 (49.7) 213 (61.9)
<0.001

≥2 per a week 126 (63.6) 104 (39.2) 49 (53.3) 279 (50.3) 131 (38.1)

* ; Calculated by Chi-square test

Values are expressed as a number, percentage or mean±SD.

Numbers may not sum to total due to missing information.

Definition of abbreviation : NICA = Near by industrial complex area, NNICA = Not near by industrial complex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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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istribution of concentration for heavy metals

Near by industrial complex area Not near by 

industrial 

complex area

NICA vs 

NNICA

Thermoelectric 

Power Plant
Steel Mill

Petrochemical 

Industries
Total p-value*

Blood 

Lead

(μg/dL)

(n=201) (n=266) (n=92) (n=559) (n=347)

0.159Mean±SD 2.48±0.97 2.49±0.94 2.46±0.78 2.48±0.93 2.44±1.02

GM(95% CI) 2.33(2.22-2.44) 2.32(2.22-2.43) 2.34(2.19-2.50) 2.33(2.26-2.40) 2.24(2.15-2.34)

Blood

Cadmium

(μg/L)

(n=201) (n=266) (n=92) (n=559) (n=347)

<0.001Mean±SD 2.04±1.09 1.63±0.72 2.16±0.99 1.86±0.94 1.41±0.77

GM(95% CI)1.77(1.65-1.91)a 1.48(1.40-1.56)b 1.97(1.81-2.15)c 1.65(1.59-1.72) 1.24(1.17-1.31)abc

Urine

Mercury

(μg/g Cr)

(n=189) (n=126) (n=92) (n=407) (n=314)

<0.001Mean±SD 0.72±0.70 0.51±0.42 0.55±0.42 0.62±0.58 0.46±0.39

GM(95% CI)0.49(0.43-0.56)a 0.37(0.31-0.43) 0.45(0.40-0.51)c 0.44(0.41-0.48) 0.35(0.32-0.38)ac

Urine

Chromium

(μg/g Cr)

(n=51) (n=264) (n=92) (n=407) (n=139)

0.093?Mean±SD 1.04±1.26 1.08±1.65 2.24±4.77 1.34±2.70 0.97±1.41

GM(95% CI) 0.65(0.50-0.84) 0.64(0.57-0.71) 0.88(0.68-1.14)c 0.69(0.62-0.76) 0.58(0.50-0.68)c

* ; Calculated by independent t-test
a indicates statistically significant between Thermoelectric Power Plant and NNICA, b indicates statistically significant between

Steel Mill and NNICA,
c indicates statistically significant between Petrochemical Industries and NNICA (one way ANOVA with Tukey test)

Definition of abbreviation : NICA = Near by industrial complex area, NNICA = Not near by industrial complex area, SD =

standard deviation 

GM = Geometric mean, 95% CI = 95 percentile confidence interval, Cr = Creatinine

Fig. 2. Distribution of concentration for heavy metals, box plot in logarithmic scale 

Definition of abbreviation ; NICA = Near by industrial complex area, NNICA = Not near by industrial complex

area, IQR = Interquartile range, Max = maximum, Min = minim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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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였다. 혈중과 요중 중금속 농도 분석 결과, 혈

중 납의 기하평균값은 취약지역이 2.33 µg/dL, 비교

지역이 2.24 µg/dL였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 혈중 카드뮴의 기하평균값은 취약지역이 1.65

µg/L, 비교지역이 1.24 µg/L였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

였고(p<0.001), 취약지역별로도 비교지역과 유의한

Table 3. Beta coefficients of concentrations for heavy metals according to areas

crude adjusted*

β SE p-value β SE p-value

TPP 

vs

NNICA

Blood Lead(μg/dL) 0.037 0.035 0.294 0.051 0.033 0.115 

Blood Cadmium(μg/L) 0.361 0.046 0.000 0.333 0.045 <0.001

Urine Mercury(μg/g Cr) 0.352 0.078 0.000 0.375 0.077 <0.001

Urine Chromium(μg/g Cr) 0.107 0.151 0.480 0.077 0.156 0.624 

SM

vs

NNICA

Blood Lead(μg/dL) 0.035 0.033 0.279 0.060 0.031 0.055

Blood Cadmium(μg/L) 0.177 0.040 0.000 0.180 0.038 <0.001

Urine Mercury(μg/g Cr) 0.062 0.090 0.490 0.055 0.087 0.528

Urine Chromium(μg/g Cr) 0.092 0.098 0.349 0.093 0.098 0.344

PI

vs

NNICA

Blood Lead(μg/dL) 0.042 0.047 0.372 0.086 0.045 0.055

Blood Cadmium(μg/L) 0.467 0.058 0.000 0.456 0.057 <0.001

Urine Mercury(μg/g Cr) 0.275 0.092 0.003 0.206 0.092 0.026

Urine Chromium(μg/g Cr) 0.413 0.144 0.005 0.433 0.150 0.004

NICA

vs

NNICA

Blood Lead(μg/dL) 0.037 0.026 0.159 0.061 0.024 0.013

Blood Cadmium(μg/L) 0.291 0.034 0.000 0.283 0.033 <0.001

Urine Mercury(μg/g Cr) 0.245 0.063 0.000 0.246 0.062 <0.001

Urine Chromium(μg/g Cr) 0.167 0.099 0.092 0.160 0.098 0.103

* ; β coefficients and Standard errors were estimated by linear regression analysis adjusted for sex, age, smoking, alcohol drinking

and fish intake frequency

Definition of abbreviation ; TPP=Thermoelectric Power Plant, SM=Steel Mill, PI=Petrochemical Industries, NICA = Near by

industrial complex area, NNICA = Not near by industrial complex area, Cr = Creatinine

Table 4. Distribution of groups according to blood cadmium level and odds ratios and 95% confidence intervals of the

regions

Group1* Group2† p-value‡
crude adjusted§

OR 95% CI OR 95%Ci

NNICA 285 (82.1) 62 (17.9) <0.001 1.00 reference 1.00 reference

NICA 362 (64.8) 197 (35.2) 2.50 1.81-3.46 2.56 1.83-3.58

NNICA 285 (82.1) 62 (17.9) <0.001 1.00 reference 1.00 reference

TPP 122 (60.7) 79 (39.3) 2.98 2.01-4.42 3.11 2.06-4.71

NNICA 285 (82.1) 62 (17.9) 0.002 1.00 reference 1.00 reference

SM 191 (71.8) 75 (28.2) 1.81 1.23-2.65 1.78 1.19-2.65

NNICA 285 (82.1) 62 (17.9) <0.001 1.00 reference 1.00 reference

PI 49 (53.3) 43 (46.7) 4.03 2.46-6.61 4.07 2.40-6.89

* ; Group 1 = Blood Cadmium <2.0μg/L, † ; Group 2 = Blood Cadmium ≥2.0μg/L 
‡ ; Caluated by chi-square
§ ; Odds ratios and 95% confidence intervals were estimated b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djusted for sex, age, smoking, alcohol

drinking and fish intake frequency

Definition of abbreviation ; TPP=Thermoelectric Power Plant, SM=Steel Mill, PI=Petrochemical Industries, NICA = Near by

industrial complex area, NNICA = Not near by industrial complex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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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보였다. 요중 수은의 기하평균값은 취약지역

이 0.44 µg/g Cr, 비교지역이 0.35 µg/g Cr였으며 유

의한 차이를 보였고(p<0.001), 취약지역별로는 발

전단지와 석유화학단지가 비교지역과 유의한 차이

를 보였다. 요중 크롬의 기하평균값은 취약지역이

0.69 µg/g Cr, 비교지역이 0.58 µg/g Cr였으며 유의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2, Fig. 2). 

각 중금속 수치들을 성별, 나이, 흡연력, 음주력,

생선섭취빈도에 대해 보정한 결과, 혈중 납, 혈중 카

드뮴, 요중 수은이 취약지역에서 비교지역에 비해 유

의하게 높았다. 취약지역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발전단지는 혈중 카드뮴, 요중 수은이 비교지역에 비

해 유의하게 높았고, 제철단지는 혈중 카드뮴만 비

교지역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며(p<0.001), 석유화

학단지 역시 혈중 카드뮴만 비교지역에 비해 유의하

게 높았다(p<0.001)(Table 3).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에서 제시한 혈중 카드뮴

의 일반인 기준치(2 µg/L)를 기준으로 나눈 그룹간

의 비교에서는 취약지역과 비교지역이 유의한 차이

를 보였고(p<0.001), 취약지역별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성별, 나이, 흡연력, 음주력, 생선섭취빈도에

대해 보정한 결과, 비교지역과 취약지역의 비차비가

2.56(95% CI=1.83-3.58)이었고, 발전단지와의 비차

비는 3.11(95% CI=2.06-4.71), 제철단지와의 비차비

는 1.78(95% CI=1.19-2.65), 석유화학단지와의 비차

비는 4.07(95% CI=2.40-6.89)로 모두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Table 4).

각 산업단지를 기준으로 1 km 밖에 거주하는 주

민들보다 1 km 미만의 거리에 거주하는 주민들에서

제철단지 혈중 납(p=0.003), 제철단지 혈중 카드뮴

(p=0.034)과 석유화학단지 요중 수은(p=0.005)이 유

의하게 높았다. 2 km를 기준으로 한 경우, 발전단지

요중 크롬(p=0.036)과 석유화학단지 요중 수은

(p=0.012)이 유의하게 높았다.

IV. 고 찰

비교적 짧은 기간동안 급속한 산업화가 이루어지

는 동안, 각종 제품들의 원료를 제공하는 석유화학

단지와 제철단지, 그리고 전기 공급을 위한 발전소

건설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25) 하지만,

이러한 산업단지로 인해 발생되는 환경오염 문제들

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건강에도 큰 영향을

끼쳐왔고, 이러한 주민들의 건강은 중요한 문제로 부

각되었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는 단기노출과 장기노출 모두가 고려되어야 하지만,

과거 우리나라의 연구들은 예산 등의 문제로 인해

단기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26,27) 외국의 경우

코호트 구축을 통한 장기간의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으며,28) 독일의 GerES(Germany Environmental

Survey), 미국의 NHANES(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유럽의 EXPOLIS

(Air Pollution Exposure Distributions of Adult

Urban Populatios in Europe) 등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29-31) 우리나

라도 환경오염의 장기노출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위

해, 2003년부터 주요 울산, 포항, 광양, 시화·반월 등

의 주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20년 단위의 연구들

이 수행되기 시작했다.6-9) 충청남도 지역의 산업단지

인근의 주민건강에 대한 평가는 다른 지역들에 비해

시작이 늦었지만, 2013년부터 꾸준히 진행되어 3차

년도에 걸쳐 조사가 진행되어 왔다.32,33) 

본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혈중 납의 기하평균값은

취약지역이 2.33 µg/dL으로 비교지역의 2.24 µg/dL

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취약지역 60세 이

상의 기하평균값은 2.31 µg/dL로, 우리나라 국민건

강영양조사 결과 중 만 60세 이상의 혈중 납 기하

평균값 2.32 µg/dL과 비슷한 결과를 보여, 취약지역

주민들의 혈중 납 농도가 비교지역이나, 우리나라 일

반 인구집단에 비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34)

하지만, 미국의 3차 국민건강영양조사의 대상자들을

분석한 연구에서 낮은 혈중 납 농도에서도 납에 의

한 신장기능의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결과를 발

표하였고,35) 납은 사구체여과율을 감소시켜 수축기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36) 따라서

낮은 농도의 납 노출에 대한 관리와 연구가 지속적

으로 필요하다.

혈중 카드뮴의 경우, 취약지역의 기하평균값이

1.65 µg/L로 비교지역의 1.24 µg/L보다 유의하게 높

았으며, 발전단지, 제철단지, 석유화학단지 모두 비

교지역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이처럼 취약지역 전

체, 그리고 취약지역별로 비교지역과 유일하게 명확

한 차이를 보이는 혈중 카드뮴에 대해, 근로자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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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실무지침에서 제시하는 일반인 기준치(2 µg/L)

를 기준으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취약지역에

서 기준치 이상인 그룹의 비율이 유의하게 높은 결

과를 나타냈으며(OR=2.56, 95% CI=1.83-3.58), 취

약지역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도 발전단지, 제철단

지, 석유화학단지 모두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우리나

라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60세 이상의 혈중 카드

뮴 기하평균값은 1.28 µg/L로 비교지역 60세 이상의

1.24 µg/L와 큰 차이가 없었지만, 취약지역 60세 이

상의 혈중 카드뮴 기하평균값은 1.75 µg/L로 큰 차

이를 보였다.34) 카드뮴은 인체에 흡수되어 주로 신

장에 축적되며, 카드뮴의 제거는, 초기 급속한 제거

단계(대략 100일의 반감기) 이후 느린 제거 단계(대

략 10년의 반감기)의 2단계로 이루어진다.37) 이처럼

느린 반감기를 가진 카드뮴의 혈중 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소는 흡연인데, 흡연력을 보정했

음에도 취약지역의 농도가 유의하게 높고, 우리나라

인구집단과의 비교에서도 월등하게 높다는 점은, 취

약지역 주민들의 카드뮴 노출이 심각한 상태임을 의

미한다. 

요중 수은 역시, 취약지역의 농도(0.44 µg/g Cr)가

비교지역의 농도(0.35 µg/g Cr)에 비해 유의하게 높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발전단지, 석유화학단지에서

의 농도가 비교지역보다 높았다. 요중 크롬은 취약

지역과 비교지역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

나, 석유화학단지에서만 비교지역보다 유의하게 높

았다(p=0.004). 

본 연구에서 체내 중금속 농도에 영향을 주는 나

이, 흡연, 음주, 생선섭취를 보정했음에도 취약지역

주민들의 체내 중금속 농도가 비교지역 주민들에 비

해 전체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산

업단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산업단지에서 배

출되는 중금속에 노출됨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38,39)

산업단지와 거주지역간의 거리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거리에 따른 차이는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본 연구의 2차년도 조사에서 실시한 대기 중 중금

속 농도 측정 결과, 발전단지와 제철단지 그리고

석유화학단지 주변의 대기 중 총중금속 농도(각각

35.870 µg/day/cm2, 68.404µg/day/cm2, 47.995µg/day/

cm2)가 비교지역(16.392µg/day/cm2)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32) 이처럼, 산업단지와 가까울

수록 체내와 대기의 중금속 농도가 높다는 점을 고

려할 때, 이곳에서 배출되는 중금속이 인근 주민들

의 체내 중금속 농도에 영향을 주는 원인 중 하나

일 수 있다.

또한 취약지역 내에서도 산업단지에 따라 체내 중

금속 농도 수준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데, 이는 산업단지별 특성과 중금속의 배출량과 배

출경로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각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중금속에 대해 중금속 종

류별, 배출경로별 측정과 평가를 통해 추후 확인이

필요하다. 현재 환경영향 평가시, 유해오염물질 배출

량을 산정하는데 활용되는 배출계수가 국내외 문헌

별로 차이가 존재하여 동일한 물질에 대해 다른 기

준이 적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에,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과 이를 적용한 배출량 평가가 우

선시되어야 할 것이다.40)

그러나 산업단지 인근 주민들을 조사한 모든 연구

결과에서 산업단지 인근 주민들의 체내 중금속 농도

가 높게 나온 것은 아니다. 울산의 경우, 요중 수은

이 취약지역(GM 1.68 µg/g Cr)에서 비교지역(GM

=2.30 µg/g Cr)에 비해 낮은 농도를 나타냈으나, 요

중 카드뮴은 취약지역(GM=0.83 µg/g Cr)이 비교지

역(GM=0.60 µg/g Cr)에 비해 높은 농도를 나타냈

다.6) 광양만권의 경우, 요중수은은 취약지역(GM=

0.78 µg/g Cr)과 비교지역(GM=0.83 µg/g Cr)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요중 카드뮴은 취약지역

(GM=1.15 µg/g Cr)이 비교지역(GM=1.37 µg/g Cr)

에 비해 낮은 농도를 나타냈다.8) 이는 체내 중금속

수치에 미치는 다른 요소들이 존재함을 의미하며, 단

순히 거주 지역만을 변수로 고려하거나 중금속의 절

대적 기준치만으로 판단할 수 없음을 말해준다. 세

계보건기구(WHO)에서는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환

경 기준치를 설정하였고, 보통 이 기준치보다 낮은

수준으로 노출될 때에는 인체에 건강장해가 일어나

지 않을 것이라고 인식되어져 왔다. 그러나 실제로

는 특별히 감수성이 높은 집단이 존재할 수 있고,

대기오염 물질은 한 가지가 아니며, 여러 다양한 화

학물질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인체에 영향을 미

치고, 같은 물질이라 하더라도 노출의 경로가 다양

하고 그 결과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측정된 대기

오염 수준이 기준농도 미만이거나, 생체노출지표 값

이 기준치 미만이라 해도 건강장해가 나타날 수 있

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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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에, 조사지역과 비교지역

간의 단순한 차이를 보기 보다는 산업단지의 가동시

기, 유해물질의 사용과 배출의 변화 등을 비롯한 과

거와 현재의 환경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관

련성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선, 주민들

의 생물학적 노출지표의 측정뿐만 아니라, 각 산업

단지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에 대한 측정과 평가, 그

리고 거주지역의 대기 및 토양, 수질 평가 등이 함

께 이루어져야 하며, 장기간에 걸쳐 체계적인 조사

결과의 축적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충청남도 내의 환경적 취약지역인 화력

발전단지, 제철단지, 석유화학단지를 중심으로 진행

된 연구로써, 각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중금속들이

인근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폈다는 의미가 있

으나, 충청남도 지역의 면적과 지리적 요건 등을 고

려할 때에 대조군으로 선정한 비교지역이 산업단지

들에 의한 영향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다고 할 수 없

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대조군

으로 선정할 지역이 가질 수 있는 환경적 영향 등

에 대한 고려가 더욱 심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코호트 구축을 통하여 취약지역 주민들의 생물학적

노출지표와 건강영향에 대한 지속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한다. 

V. 결 론

본 연구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차년에 걸쳐

서 시행되었으며, 충남지역 발전단지와 제철단지, 석

유화학단지 그리고 비교지역의 주민들 906명의 혈

중 납, 혈중 카드뮴, 요중 수은, 요중 크롬의 농도를

측정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혈중 납의 기하평균값은 취약지역이 2.33 µg/dL,

비교지역이 2.24 µg/dL였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혈중 카드뮴은 취약지역이 1.65 µg/L, 비교지

역이 1.24 µg/L로 유의하게 높았다(p<0.001). 요중 수

은은 취약지역이 0.44 µg/g Cr, 비교지역이 0.35 µg/g

Cr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p<0.001), 요중 크롬

은 취약지역이 0.69 µg/g Cr, 비교지역이 0.58 µg/g

Cr였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각 중금속 수치들을 성별, 나이, 흡연력, 음주력,

생선섭취빈도에 대해 보정한 결과, 혈중 납, 혈중 카

드뮴, 요중 수은이 취약지역에서 비교지역에 비해 유

의하게 높았다. 

혈중 카드뮴의 일반인 기준치(2 µg/L)를 기준으로

나눈 그룹간의 비교에서는 취약지역과 비교지역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성별, 나이, 흡연

력, 음주력, 생선섭취빈도에 대해 보정한 결과, 비교

지역과 취약지역의 비차비가 2.56(95% CI=1.83-3.58)

이었고, 발전단지와의 비차비는 3.11(95% CI=2.06-

4.71), 제철단지와의 비차비는 1.78(95% CI=1.19-

2.65), 석유화학단지와의 비차비는 4.07(95% CI=2.40-

6.89)로 모두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 취약지역 주민들의 체내 중금속 농도

가 비교지역 주민들에 비해 전체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산업단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

민들이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중금속에 노출됨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와 대

책수립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충남지역 산

업단지 인근 주민들의 중금속 노출로 인한 체내 중

금속 농도를 제시함으로써, 해당 주민들의 질병 및

장해예방을 위한 중요한 데이터로 활용될 것으로 생

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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