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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과 무지, 그리고 환경피해

- 석면 사용과 악성중피종 발생의 장기관계-†

손동희* ‧전용일**

요 약 : 경제성장과정에서 석면을 활용해왔지만, 석면이 치명적인 환경성질환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엄격한 석면사용규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석면노출과 

환경성질환의 발현 간에 수십 년에 걸친 장기 잠복기가 존재한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한국의 

석면 소비량과 악성중피종 발병 간의 시차를 분석하고 장기관계를 추정한다. 이와 함께,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석면규제가 오랜 기간 이루어지고 장기시계열 자료를 갖춘 영국과 미국을 대

상으로 한 비교분석도 병행한다. 시차분석에서는, 3개 국가 모두에서 30년 이상의 장기시차가 

존재할 때, 석면 소비와 악성중피종 발병 간의 교차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변수 

간 장기시차가 존재할 경우 석면 소비량과 악성중피종 발병 간에 장기균형관계가 존재한다. 그

리고 시차분포모형을 활용한 결과, 석면 소비량이 장기시차를 두고 악성중피종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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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iciency, Ignorance, and Environmental Effect

- long-run Relationship between Asbestos Consumption and

the Incidence of Mesothelioma -†

Donghee Son* ‧ Yongil Jeon**

ABSTRACT : Asbestos has been actively used for various places. Since it was designated as the first 

grade carcinogen in the 1970s, strict regulations on using asbestos has been implemented globally. 

Considering long-term latent periods between asbestos exposure and environmental diseases, we analyze 

the time lag between asbestos consumption and the incidence of mesothelioma in Korea and estimate the 

long-run relationship. In addition, we conduct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effectiveness of asbestos 

regulations in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which have accumulated long-term time-series 

observations. The latent period analysis indicates that the consumption of asbestos and the incidence of 

the disease are highly correlated in all three countries, being long-term lags of more than 30  years. Also, 

we find a long-run equilibrium relationship between asbestos consumption and the incidence of 

mesothelioma in the presence of long-term lags between the variables in all three countries. Furthermore, 

using a distributed lag model, asbestos consumption has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on 

mesothelioma with a long-term lag.

Keywords : Environmental disease, Asbestos, Mesothelioma, Latent period analysis, Long-run equilibrium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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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본 연구에서는 효율성으로 인해 경제성장과정에서 많이 사용한 자원과 환경피해인 

환경성질환 발생 간의 관계에 대한 장기시계열분석을 진행한다. 특히, 1급 발암물질로

서 세계적으로 규제의 대상이 된 소위 ‘기적의 물질’이었던 석면에 대한 규제효과가 장

단기적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실증분석을 실시한다. 세부적으로, 석면

에 의한 기여위험도가 매우 높은 환경성질환인 악성중피종을중점분석대상으로 하여, 

한국에서의 석면소비와 악성중피종 발생비율 간의 장기 시계열 관계를 추정한다. 이를 

위해, 석면소비 ‧ 규제와 악성중피종 관련 역사가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장기에 이른, 

영국과 미국에서의 석면소비와 악성중피종 발생비율 간의 시차와 장기균형을 분석한

다. 이에 기초하여, 이론적 ‧ 실증적 측면에서 한국과의 비교분석을 실시하고 관련 함의

를 고찰해 본다.

환경 측면을 도외시한 성장일변도 정책의 시행은 경제성장이라는 열매와 함께, 환경

파괴와 환경성질환 등 다양한 환경측면의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 이전에는 매체를 통

해 자주 접할 수 없었던 석면과 화학물질에 의한 환경호르몬 노출 등 인체유해성에 대한 

관심이 그 예라 하겠다. 석면의 경우 경제개발과정에서 낮은 비용으로 사용하였으나, 

1970년대에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면서 사용규제와 기존의 석면투입부문 제거 등의 정

책이 시행되고 있다. 환경호르몬의 경우, 내분비계를 교란하는 것으로 알려진 비스페놀A 

(이하 BPA)가 대표적인 사례이다.1) 석면과 BPA 사례는, 과학과 의학의 발전으로 유해

물질 탐지 ‧ 대체물질 개발 ‧ 질병의 조기진단과 선제적 관리가 용이해지긴 하였지만, 여

전히 인류가 효율성 ‧ 경제성과 무지(無知)로 인해 유해성과 그 크기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체 다양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이러한 무지의 결과로 인해, 

21세기에 이르러서도 인류는 높은 가능성으로 심각한 잠재적 환경피해에 노출되어 있

1) BPA는 1930년대부터 현재까지 플라스틱(폴리카보네이트, 에폭시 레진)의 원료로 사용된 유용한 화학
물질이다. BPA를 활용한 물질은 젖병, 캔식품, 병마개, 식품포장재, 치과용수지, 플라스틱그릇, 안경렌
즈, 밀폐용기, 생수통, 여행용가방케이스, 충격방지제, 자동차부품, 컴팩트디스크(CD) 등으로, 우리 생
활 속에서 흔히 접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BPA가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보고
에 따라 전 세계에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012년부터 BPA가 함유된 젖
병의 제조·수입·판매가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다. 다만, 유해성이 명확하게 검증되지 않았다는 논쟁으로 
인해, 규제가 강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금지 측면은 제한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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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와 같은 인식에 따라, 관계부처에서는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환경보건계

획과 정책을 수립 ‧ 시행하고 있다.2)

경제성장기에 매우 유용한 물질로 평가되다가 치명적인 환경성질환을 유발하는 것으

로 판명된 석면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주축으로 한 근로자 대상 

정책과 건축물 해체 ‧ 제거 등을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환경부에서는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과 유해물질과 폐기물 관리 ‧ 처리 등 환경성피해에 대한 업무를 중점수행하고 있다. 

한편, 석면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성질환에 대한 관리 ‧ 지원은 석면피해구제법에 의거

하여 운영된다. 석면피해구제법은 2011년 1월 이래로 석면피해에 대한 보상의 일환으

로 시행되고 있는데, 이는 석면으로 인한 환경보건 측면에서의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

정하게 구제하는 데 기여할 목적으로 수립 ‧ 시행된다. 상기 구제제도에 따른 재원은, 석

면으로 인한 환경성 피해의 원인규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한계를 인지하게 됨으로

써, 국가 ‧ 지자체 ‧ 산업계 등 석면사용의 수혜자 간 공유책임의 원칙하에 조성하고 있다. 

즉, 당해 기금의 마련과 지원은 사회적 피해에 따른 보상비의 성격이 강하므로, 석면피

해구제 대상자의 변동에 따라 한국사회에서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의 증감과 밀접한 

연관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석면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와 석면에 기인한 환경

성질환에 대한 사회과학적인 연구가 선행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환경보건의 주요 이슈로 지목되고 있는 석면은 산과 알칼리에 강하여 부식이 잘 되지 

않고 타물질의 침투가 어려우며 유연성 ‧ 단열성 ‧ 내열성 ‧ (전기)절연성 등을 보유한 동

시에 높은 강도를 가지고 있어, 기원전 2500년경부터 인류의 경제활동에 유용하게 사용

된 물질이다. 또한 석면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분포하고 있고 노천광산 형태로 채굴이 가

능하므로 비용효율적으로 채취할 수 있다는 장점도 존재한다. 위와 같은 석면의 다양한 

물성과 경제성으로 인해 석면의 유해성이 알려지기 전까지는 수천여종에 달하는 공업

2) 대표적인 환경보건계획으로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2011~2020)｣을 들 수 있다. 이는 환경보건정
책의 기본방향과 세부실천과제를 제시하는 국가기본계획으로서, 석면 등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국민건
강상 위해의 조사 ‧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수단을 제시하여, 환경정책과 보건정책의 최상위 계획인 
국가환경종합계획과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사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본 계획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환경성질환 예방과 관리 내실화, 국민의 환경유해인자 노출 최소화, 환경보건 기반 
개선 등 3개 전략을 포함하고 있고, 환경보건과 관련된 일반국민의 관심이슈와 정책 간의 연계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환경보건과 관련된 일반국민의 관심이슈로는 석면, 중금속, 환경호르몬 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상기 물질들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성질환의 예방대책을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 상의 정
책우선순위로 설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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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원료와 건축자재, 자동차, 가정용품 등에 활용되며 ‘기적의 물질’로 칭해지기까지 

하였다.

하지만 1970년대 이후 석면이 악성중피종, 폐암, 석면폐증 등과 같이 치명적인 질환

의 발병가능성을 증가시킨다는 보고에 따라,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에서는 석면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다.3) 이와 

같은 위기의식에 따라, 영국, 호주, 프랑스, 독일, 일본 등 32개 국가에서는 석면을 전면

적으로 금지하는 규제를 시행중에 있다. 다만, 석면관련 질환의 경우, 10년에서 40년 등

에 이르는 다양한 잠복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석면에 노출된다고 해서 관련 증상이 즉시 

발현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상대적으로 최근부터 시행된 석면규제가 시행즉시 혹은 단

기적으로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소멸시키는 기능을 하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한

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의 석면소비는 1970년대 이후 본격화되었고 1980년대 후반

부터 1990년대 중반에 정점에 이르렀기 때문에, 현재까지 석면 관련 질환이 높은 발생빈

도를 보이지 않는 것일 뿐, 곧 잠복기간이 종료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석면 관련 질환자 

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석면에 의한 사회경제적 영향

을 과학적으로 추정 ‧ 예측하는 연구를 수행할 필요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연구목적의 효율적 달성을 위해, 본고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제 II장에서는 악성중

피종을 포함한 석면과 관련된 환경성질환의 특징과 한국 ‧ 영국 ‧ 미국의 석면규제 및 실

증분석 자료에 대해 살펴본다. 제 III장에서는 석면 표관 소비량과 악성중피종 발생비율 

간의 발생시차분석을 상기 3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특성을 고찰한다. 제 IV장에서

는 이전 장에서 논의한 발생시차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규제연혁과 실증분석 자료의 축

적기간이 장기인 영국과 미국을 대상으로 악성중피종 발생추이에 대한 장기균형관계를 

추정하고, 그 결과를 한국의 경우와 비교분석한다. 특히, 변수 간 장기시차가 존재할 경

우의 공적분 검정 방법론에 대하여 이론적 검토를 수행한다. 제 V장에서는 본 연구의 주

요 내용을 요약하고, 함의와 후속연구과제에 대하여 논한다.

3) 1급 발암물질이란 전 세계 역학조사 자료를 근거로 발암물질의 위험 정도를 조사하여, 인체에 암을 일
으키는 것으로 확인된 석면, 라돈 등 118종을 의미한다. 한편, 석면에 따른 유해성의 주요 결정인자는 
양, 노출빈도와 농도, 크기, 체내지속성 등이며, 이러한 인자를 고려할 때 청석면, 갈석면, 백석면 순서
로 유해성의 크기가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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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석면규제와 석면유발 환경성질환

우리나라에서는 일제강점기인 1918년부터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광산에서 석면채광

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30년대 들어서는 일제가 만주사변, 중일전쟁,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면서, 본격적으로 석면광산이 개발되었다. 광복 이후 석면생산량은 

급감하였으나, 1970년대 경제개발에 따라 석면생산과 수입이 다시 증가하면서 석면을 

건축자재, 공업원료, 마찰재, 방열 ‧ 방화재 등으로 널리 활용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특

히, 석면 슬레이트, 밤라이트, 석면함유텍스, 뿜칠석면, 베이스패널, 아스타일 등 석면함

유 건축자재를 다수 사용하면서 본격적인 소비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60~70년대 새마을운동 당시에는 농어촌의 초가지붕을 슬레이트 지붕으로 교체하는 

지붕개량사업을 시행하면서, 도시와 농어촌 모두에서 석면사용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사용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시점까지도 폐기 ‧ 재건축 등의 시행 과정

에서 석면이 일반에 노출되어 환경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1970년대 IARC에 의해 석면이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 

산업안전보건법에 석면을 유해물질로 규정하여 사용을 규제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1997년에는 청석면과 갈석면, 2003년에는 직섬석석면, 투각섬석석면, 녹섬석석면의 수

입·제조·양도·사용이 금지되었다. 추가로, 2009년에는 석면 함유량이 제품 중량의 0.1%

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제하였고, 석면함유마찰재 5종의 수입·제조·사용을 전면 금지하

였다. 2011년 4월에는 석면안전관리법의 제정을 통해 자연발생석면과 건축물 등에 사

용된 석면이 내포하고 있는 건강위험도 관리하고 있다. 2015년 4월부터는 석면이 함유

된 제품 일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현재는 석면사용이 원천적으로 차단된 실정

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 이래로 석면사용이 전면 금지되었다고는 하나, 석면으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피해의 잠복기가 20년에서 40년가량인 것을 감안할 때 석면으로 인

해 발생하는 건강문제는 향후 일정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석면은 다양한 직간접적 경로로 인체에 침투하여, 악성중피종, 석면폐증, 폐암, 흉막

비후 등의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면, 석면채굴로 인한 분진 흡입

과 같은 직접적인 경로와 더불어, 석면건물에서의 실내공기 중 석면 흡입, 석면제품에서 

이탈한 석면가루 등 간접적인 흡입경로도 존재한다. 즉, 석면을 사용한 건물과 공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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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석면제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 등을 통해 인체로 유입될 수 있으므로, 석면광산 인

근에 거주하거나 석면광산에서 채굴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아니라 할지라도 석면에 의

한 잠재적 피해군이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4)

석면으로 인해 발병하는 질환 중 하나인, 악성중피종은 석면으로 인해 흉막, 복막 등 

중피에 발생하는 암의 일종으로, 잠복기는 20년~35년 가량으로 알려져 있다. 국가암정

보센터, 김형렬 외(2009), 서울대학교암병원 암정보교육센터, 환경부(2016) 등에 따르

면, 악성중피종의 경우에는 석면으로 인한 기여위험도가 80~90%에 이르는 등 석면으

로 인한 발병률이 절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반면, 여타 발병기전은 명확히 보

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5) 더불어 정남순(2009)에서는 법적 측면에서 악성중피종과 

석면과의 인과관계를 기술하고 있다. 즉, 악성중피종의 경우 석면에 기인하는 것이 일반

적으로 알려져 있어, 석면노출력이 있다면 악성중피종이 석면으로 인해 발병한 것인지

에 대한 인과관계 여부는 법적으로 심리하지 않고도 인정한 판례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한 단기간 소량의 석면노출에도 영향을 받으며, 평균 생존기간이 12개월 정도로 예후

가 나쁜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석면폐증은 잠복기가 약 15년에서 40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석면 분진이 

폐에 침착하여 폐의 섬유화를 일으키는 질병이다. 석면노출과 폐섬유화와는 정(+)의 상

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해 질병의 증상으로는 초기의 마른 기침, 말

기의 화농성 ‧ 점액성 가래, 피로감, 체중감소 등이 있다. 특히 석면폐증 질환자의 5~45%

는 폐암으로 발전된다는 보고가 존재한다. (원발성)폐암은 잠복기가 약 20~40년이며, 

석면노출로 인해 폐에 암세포가 발생하는 질환이다. 석면폐암도, 석면폐증과 마찬가지

로, 석면노출량과 발생위험도가 비례하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미만성)흉막비후는 잠

4) 석면은 소화기를 통한 체내유입보다 호흡기를 통한 유입이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석면과 같은 
광물질(광먼지)의 폐 유입은 여타 미세먼지와는 달리 폐조직의 대식세포(macrophage)를 통한 자체적인 
정화가 어렵다. 또한, 석면의 특성상 산과 알칼리에 강하여 인체 내부에서 부식을 통한 배출이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며, 대식세포의 손상을 일으켜 석면소체(asbestos body)라 불리는 대식세포의 잔해를 
형성한다. 석면소체는 자체적으로 인체 외부로의 배출이 이루어지지 못해, 폐, 편도, 흉부·복부의 림프
마디, 흉막, 복막, 간, 췌장, 비장, 신장, 부신, 소장 등 다양한 곳에서 검출된다. 인체에 체류하는 석면
소체로 인해, 악성중피종, 석면폐증, 폐암, 흉막비후 등의 질병이 일정 기간의 잠복기를 거쳐 발현된다
(환경부, 2016).

5) 국가암정보센터에 따르면, 악성중피종 발생원인으로 석면의 연관성이 가장 확실하게 알려져 있고, 흉
막에 발생한 악성중피종의 70% 가량이 석면의 지속적인 흡입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 김형렬 외(2009)에 
의하면, 유인원바이러스40(simian virus 40)과 방사선이 악성중피종 발생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나, 석
면에 비해 명확한 상관성이 알려져 있지는 않다.



손동희 ․전용일

• 294 •

복기가 약 15~20년으로, 폐를 둘러싸고 있는 흉막이 석면에 의해 비대해지는 질환이다. 

당해 질환의 주요 발생기제는 폐의 팽창을 방해하여 호흡을 곤란하게 하는 것이다. 흉막

비후의 대표증상으로는 흉부통증과 호흡곤란 등이 있다(환경부, 2016).

상기 질환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석면으로 인한 기여위험도가 여타 발병

요인에 비해 절대적으로 높고, 질병의 인지이후에 진행속도가 매우 빠르며, 예후가 좋지 

않아 발병률로 사망률을 유추해볼 수 있다는 특징이 존재하는 악성중피종을 중점 분석

대상으로 삼아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악성중피종이 석면노출에 의해 발생하는 대표적인 질환인 만큼, 주요 선진국의 석면

소비와 규제에 대한 해외사례검토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채택한 영국과 미

국은 1970년대부터 석면을 실질적으로 규제하기 시작한 대표적인 장기 석면규제국가

이며, 석면소비량과 악성중피종에 대한 자료를 장기간 축적하고 있다는 장점을 보유하

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석면소비 ‧ 규제와 악성중피종에 대한 비교분석대상 

국가로 영국과 미국을 채택하여 분석에 활용하고자 한다. 이때 석면소비는 석면의 표관

(表观) 소비량으로 측정하며, 석면의 생산과 순수입을 합산한 값으로 정의한다. 즉, 석면

의 생산량에 수입량을 더하고, 수출량을 차감한 값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석면의 생

산 ‧ 수출 ‧ 수입을 별개로 보거나 생산만을 활용하는 경우에 비해, 국내에서 잔존하며 소

비되는 석면량과 악성중피종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데 보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

다. 또한 자료구조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 영국, 미국의 비가공(unmanufactured) 

석면량을 기준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한국의 석면 표관 소비량 자료는 ｢석면안전관리법｣ 제35조에 의거하여 구축 ‧ 운영되

고 있는, 환경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제시된 1941년부터 2006년간의 석면생산량, 

1976년부터 2006년간의 석면수입 ‧ 수출량 자료를 활용하여 구축하였다. 당해 소비량

은 1941년부터 2006년의 기간 동안 연간 평균 32,314톤이었으며, 최저 22톤(1958년), 

최대 95,453톤(1992년)을 기록하였다. 1990년의 석면사용 부분금지규제를 시작으로 

2015년부터 전면규제로 이행해가는 과정에서, 2009년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석

면이 0.1% 이상 함유된 건축자재 등의 제품은 제조 ‧ 수입 ‧ 사용이 금지되었으므로, 사

실상 2009년부터 실질적 전면규제를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6)

한편, 한국의 악성중피종 관련 자료는 통계청 사망 자료, 악성중피종 감시체계 자료, 



효율성과 무지, 그리고 환경피해-석면 사용과 악성중피종 발생의 장기관계-

• 295 •

(국가)암등록통계 등이 존재한다. 통계청 사망 자료는 악성중피종의 사망률을 조사한 

자료로서, 12개월의 평균 생존기간을 감안할 때 발생률도 추정 가능한 자료이다. 다만,

악성중피종 환자일지라도 사인이 반드시 악성중피종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에서 한계

가 존재한다. 악성중피종 감시체계 자료는 직업병 감시체계의 일환으로 2000년부터 지

속되고 있으며 악성중피종 진단에 필수적인 조직학적 소견을 기반으로 악성중피종으로 

확진된 통계만을 수집한다는 장점을 가진다. 악성중피종의 진단이 까다롭고 어려워, 악

성중피종이 아닌 폐암이나 양성종양이 악성중피종으로 등록되는 경우를 제외한 확실한 

악성중피종 통계만을 객관적으로 수집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감시체계 자

료는 보고에 기초하여 수집되므로, 보고되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7) 이에 따라 지속적인 보고독려작업이 이루어졌지만, 국내에서 진단

된 악성중피종 모두가 감시체계 상에 등록되기는 어렵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한편 

암등록통계는 국가암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한국의 암 발생자료를 수

집·등록하여 국가암발생 DB를 구축 ‧ 분석하는 데 1차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국가 암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암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

로, 국가암등록통계는 진단의 명확성이 매우 우수하며, 한국의 악성중피종 발생규모를 

추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료의 신뢰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원의 상기 특성을 감

안하여, 한국의 악성중피종 발생비율 예측을 위해 국가암등록통계를 활용한다.8)

6) 한국의 석면 표관 소비량은 1976년까지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다가, 이후 1995년까지는 등락세를 
나타냈으며, 1995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였다.

7) 전용일(2014)에 따르면, 과거 악성중피종 감시체계연구에서 나타나듯, 전국 5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실제 병원에서 진단된 사례 중 감시체계에 보고된 건수가 50~60%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8) 십만 명당 악성중피종 발생비율의 경우, 1996년부터 2013년간 연평균 0.16명 수준으로 집계되었다. 최
대 발생비율은 최저 0.09명(1999년 및 2001년), 최대 0.26명(2013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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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한국의 석면규제와 석면소비량 및 십만 명당 악성중피종 발생비율 추이

한편, 영국에서는 악성중피종으로 인한 사망사례가 1968년 처음으로 보고되었다. 이

후 동일질환 사망자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고, 1985년 석면금지

법(the Asbestos (Prohibitions) Regulations)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당해 법령에 의거

하여, 1986년 1월부터 청석면, 갈석면, 석면함유제품 등의 공급·사용·수입을 전면적으

로 금지하고 있다. 특히, 1972년부터 청석면의 수입을 금지하고, 1980년대 전반에는 갈

석면의 수입도 금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9) 이후, 1999년에는 석면의 사용을 완전히 금

지하였으며, 2006년에는 보건안전청(Health and Safety Executive)에서 석면규제법

(Control of Asbestos Regulations)을 통해 석면에 대한 규제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영국은 석면생산 ‧ 수출 ‧ 수입과 악성중피종에 대한 장기시계열자료를 축적하고 있

다. 석면생산과 수출입의 경우, British Geological Survey (BGS)에서 발행하는 World 

Mineral Statistics와 World Mineral Production 보고서에서 시계열 정량자료를 제공하

9) 1992년부터 청석면, 갈석면 등 5종의 석면을 금지하고, 백석면의 경우 유예기간을 두어 사용을 금지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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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10)11) 한편, 영국의 악성중피종과 관련해서는, Cancer Research UK에서 제공하

는 십만 명당 악성중피종 발생비율 자료12)가 1979년부터 2013년까지 구축되어 있어, 

이를 활용하고자 한다.

<그림 2> 영국의 석면규제와 석면소비량 및 십만 명당 악성중피종 발생비율 추이

10) BGS에서는 1913년부터 2002년까지 World Mineral Statistics 보고서를 발행하여, 석면의 생산과 수출
입에 대한 정량적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2003년부터 2014년까지는 World Mineral Production
이라는 보고서를 발행하여 석면의 생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영국은 대영제국(British 
Empire), 영연방국가(Commonwealth Countries)로 지칭되는 식민시대와 연방시대를 거친 역사적 배
경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기 보고서 상의 석면자료에서도 국가형태별 소속·연합국가의 합으로 제시하
는 경우가 있다. 즉, 영국의 전체 시계열자료를 여과 없이 활용할 경우, 한국이라는 단일국가에 대한 
추세투영결과의 활용도가 축소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기 보고서 상에서 United 
Kingdom으로 적시된 자료만을 발췌하여 분석에 활용하고자 한다. 세부적으로, 상기 자료원에서 제시
하고 있는 1913년부터 2002년까지의 석면생산량, 1920년부터 2002년까지의 석면수출량, 1913년부터 
2002년간의 석면수입량 자료를 활용한다.

11) 영국의 석면 표관 소비량은 1913년에서 2002년 동안 연간 평균 69,428톤으로 나타났다. 당해기간 동
안의 최저 표관 소비량은 2002년의 117톤이며, 최고치는 1973년의 195,247톤이었다. 표관 소비량의 
경우, 1972년까지는 지속적인 등락을 거듭하다가 1973년 이후로 지속적인 하향추세를 보이고 있다. 
영국에서는 1972년부터 부분적 석면규제를 시작하여 1999년 전면금지로 확장하였으므로, 영국의 석
면 표관 소비량의 감소는 규제효과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12) Mesothelioma (C45), European Age-Standardised Incidence Rates, by Sex, Great Britain, 1979~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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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영국의 십만 명당 악성중피종 발생비율의 경우, 동기간 평균 3.07명 수준이었으

며, 최저발생비율은 1979년 0.7명, 최고비율은 2012년의 5명이었다. 당해 비율은 1979

년 이래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에서는 한국과 영국의 전면 사용금지정책과는 달리, 부분적으로 석면사용을 금

지하는 규제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영국에 비해 이른 시기인 1973년부터 

석면분무재의 사용을 금지하는 등 석면규제의 역사는 상대적으로 길다는 특징을 보이

고 있다. 이후 1986년에는 석면위험 긴급 대응법(Asbestos Hazard Emergency Response 

Act)을 마련하여, 학교건물의 석면조사 ‧ 제거 ‧ 관리의 근거로 활용하였다. 1999년부터

는 석면질환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등 보건적 측면에서의 추가정책을 펼치고 있다. 미국

의 석면규제업무는 주로 환경보호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과 직업안

전위생청(OSH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에서 담당하고 있다. 

특히, EPA에서는 1989년에 석면사용에 대한 전면금지법안을 만들고자 1,000만 달러가

량의 대규모 자본을 투입한 바 있다. 그러나 1991년 미연방 대법원에서 당해 법령을 취

소시켜 석면의 전면 사용금지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제한적인 허용이 이루어지고 있

다. 취소의 표면적 요인으로는 석면 대체물질의 타당성과 경제성 등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경제적 타격으로 인한 석면업계와 관련 자본의 반대가 컸던 것이 주요 요인으

로 지목되고 있다.13) 실증분석자료 측면에서, 미국의 경우, 보건복지부 공공보건국 산

하 국립의학연구기관인 미국국립보건원(NIH: National Institute of Health)의 국립암연

구소(NCI: National Cancer Institute)에서 운영하는 Surveillance, Epidemiology, and 

End Results (SEER) Program을 통해 악성중피종 등 암 관련 질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

고 있다. 정보제공경로 중 하나로, SEER Cancer Statistics Review (CSR)의 발간이 이루

어지고 있다. CSR은 매년 암 발생(incidence), 암으로 인한 사망(mortality) ‧ 생존(survival) ‧

유병(prevalence) ‧ 생애주기상 위험(lifetime risk) 등의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더불어, 미국의 석면 표관 소비량 자료는 U.S. Geological Survey (USGS)에서 직접 

제공하는 1990년부터 2014년간의 통계자료를 활용한다.14)15) 단, 당해 자료를 활용한 

13) 본 내용은 환경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자료를 중심으로, 2008년 5월 해외안전보건소식 “현재까지도 
미국에서 석면이 사용되고 있는 이유는?”을 종합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14) 영국 BGS의 World Mineral Statistics와 World Mineral Production에서도 관련 통계를 제공하고 있으
나, 당해 자료와 미국 USGS에서 제공하는 자료가 동일한 개념과 범위를 포함하고 있으며 수치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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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은 영국과 미국의 발생비율 추이를 비교분석하여 한국의 악성중피종 발생예측에 

활용하는 데 있다. 즉, 영국의 십만 명당 악성중피종 발생비율과의 상호비교성 확보를 

위하여, 연간 Age-adjusted SEER Incidence rates 형태의 미국자료를 활용한다.16)

<그림 3> 미국의 석면규제와 석면소비량 및 십만 명당 악성중피종 발생비율 추이

로도 매우 유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미국의 추세분석결과를 영국과 한국의 그것과 비교하는
데 있어서 자료의 일관성을 해치지 않으며, 미국에서 자체적으로 축적하고 있는 국내 통계인 만큼 자
료의 신뢰성을 보다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한편, 미국의 악성중피종 발생비율 자료는 
SEER CSR 1975-2013 보고서에서 제공하는 1975년부터 2013년간의 자료를 활용한다. 본 자료는 중
피종 중 SEER 9 지역(샌프란시스코, 코네티컷, 디트로이트, 하와이, 아이오와, 뉴멕시코, 시애틀, 유
타, 아틀란타)에서의 인구 100,000만 명당 전체 성별의 발생률을 의미한다.

15) 미국의 석면 표관 소비량은 1900년에서 2014년까지 연간 평균 270,462톤을 기록하였다. 당해 기간 
동안의 최저 석면 표관 소비량은 2014년의 406톤이며, 최고치는 1973년 803,000톤이었다. 2003년부
터는 미국 내에서 석면의 생산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수출과 수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
다. 즉, 생산은 하지 않더라도, 표관 소비량은 현재까지도 존재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석면사용을 부
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실제 자료상에서도, 1975년까지는 석면 표
관 소비량이 등락을 거듭하였으나, 1973년 석면의 부분금지규제가 시행된 이래로 1976년부터 지속적
인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다.

16) 십만 명당 악성중피종 발생비율의 경우 동기간 평균 0.98명 수준이었고, 최저 발생비율은 1979년 
0.61명, 최고비율은 1992년 1.23명이었다. 영국에서 나타난 악성중피종 발생비율의 지속적인 증가추
세와는 달리, 미국에서는 일정기간 발생비율이 증가하였다가 감소하는 추세로 돌아서는 양상을 보이
고 있다. 특히, 2004년부터는 특별한 증가세 없이 감소추세가 관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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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에서 살펴본 규제연혁과 실증분석자료에 대한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

서는 석면 소비로 인해 발생하는 대표적이고 치명적인 질환 중 하나인 악성중피종 발생

비율과 석면 소비량에 대한 한국 ‧ 영국 ‧ 미국의 자료를 수집 ‧ 분석하고, 향후 우리나라

에서의 악성중피종 발생비율 추이를 장기적으로 예측하여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III. 석면소비시기와 악성중피종 발생시차분석

본 절에서는 석면규제를 실시하고 있는 한국 ‧ 영국 ‧ 미국에서의 석면 표관 소비시기

와 십만 명당 악성중피증 발생시기 간의 시차분석을 수행한다. 당해 발생시차분석을 통

해 상대적으로 최근에 이르러 석면에 대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는 한국에서의 십만 명당 

악성중피증 발생비율의 동적 경로를 전망하고, 영국과 미국의 경우에도 시차분석방법

론을 병행 적용한다. 궁극적으로는 본 분석결과를, 석면 표관 소비량이 십만 명당 악성

중피증 발생의 잠복기 등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추정을 위한 시계열모형 구축에 적용

하고자 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국가별 석면 표관 소비량과 십만 명당 악성중피종 발생비율은 연간 

자료(annual data)를 사용한다. 한국의 경우, 환경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서 제공하는 

1941년부터 2006년까지 석면 표관 소비량 연간 자료를 사용한다.17) 한국의 십만 명당 

악성중피종 발생비율은 1996년부터 2013년 대상 연간 국가암등록통계자료를 사용한

다. 한편, 영국의 경우, 연간 석면 표관 소비량 자료는 BGS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1913년부터 2002년간의 관측치를, 십만 명당 악성중피종 발생비율은 Cancer Research 

UK에서 제공하는 1979년부터 2013년간의 연간 자료를 사용한다. 미국의 석면 표관 소

비량은 USGS에서 직접 제공하는 1990년부터 2014년간의 연간 자료를 사용하고, 십만 

명당 악성중피종의 경우에는 SEER CSR 1975-2013에서 제공하는 1975년부터 2013년 

대상 연간 자료를 활용한다(<표 1>).

17) 다만, 당해 자료원에서 1943년~1946년, 1965년, 1968년~1971년 자료는 제공하지 않아 가용하지 않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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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한국 ‧영국 ‧미국의 석면 표관 소비량 및 십만 명당 악성중피종 발생비율 기초통계량

국가 한국 영국 미국

변수
석면 표관 

소비량(톤)

십만 명당 

악성중피종 

발생비율(명)

석면 표관 

소비량(톤)

십만 명당 

악성중피종 

발생비율(명)

석면 표관 

소비량(톤)

십만 명당 

악성중피종 

발생비율(명)

관측치 수 57 18 90 35 115 39

평균 32314 0.161 69428 3.071 270462 0.978

중위수 14580 0.160 51499 3.000 162000 0.990

최댓값 95453 0.260 195247 5.000 803000 1.230

최솟값 22 0.090 117 0.700 406 0.610

표준편차 34442 0.054 59038 1.481 272914 0.153

악성중피종은 석면으로 인한 기여위험도가 80~90%에 이르고 여타 요인으로 인한 발

생기전이 명확하지 않아, 석면노출이 주된 발병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소량의 석면노

출에도 악성중피종 발병위험이 존재하므로, 직업성 석면노출뿐만 아니라 환경성노출에 

의한 위험도 악성중피종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악성중피종

은 발암성이 강한 청석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주로 수입 ‧ 사용한 백석면에 의해

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석면 표관 소비량 시계열은 악성중피종 발병

시계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이라 하겠다. 한편, 악성중피종은 석면

에 노출된 이후 즉각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20년에서 35년가량의 장기잠복기를 

두고 발병하는 것으로 의학적으로 개별 보고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석면소비량이 1980

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중반에 정점에 이르렀다는 점과 악성중피종의 일반적인 잠복

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향후 우리나라에서의 악성중피종 발병이 일정 시점까지

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석면에 대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1990년부터 시작된 부분규제에서 2009년에 이르러 사실상 전면규제체제가 완

비되었으므로, 악성중피종 등 석면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성질환의 발현이 지속적으

로 증가하는 시점에 직면해있다 하겠다. 따라서 석면소비와 악성중피종 간의 발생시차

를 분석하고 사회적비용 감소를 위한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석면소비와 악성중피종 간의 발생시차와 장기적 인과관계에 대한 연구는 상

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사회적 ‧ 경제적 파급효과가 증가하여 사회과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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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연구가 의학적 ‧ 보건적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경

우가 많아, 사회과학적 측면에서의 함의고찰이 필요하다. 본 절에서 수행하는 발생시차

분석은 석면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성질환에 대한 장기추세예측과 그에 따른 경제 ‧ 사

회적 영향력을 고찰하는 사회과학적 연구의 시발점이다.

석면 표관 소비량과 십만 명당 악성중피종 발생비율 간의 시차분석은 교차상관분석

(cross-correlation analysis)을 통해 수행한다. 교차상관분석이 횡단면분석에서의 2변수 상관

관계분석과 상이한 점은 시차를 고려한다는 것이다. 즉, 기의 석면 표관 소비량을  ,  

기의 석면 표관 소비량을    , 기의 십만 명당 악성중피종 발생비율을 , 를 시차라 할 

때,   인 경우에는 기의 악성중피종 발생비율과 기보다 시기적으로 기 이전에 발생한 

석면 표관 소비량 간의 적정시차를 아래의 수식을 통해 도출할 수 있다. 석면소비로 인한 악

성중피종의 경우 석면소비(노출) 이후 20년에서 35년가량의 잠복기를 거쳐 발현되는 양상을 

보이므로, 2변수 상관관계분석보다는 시차를 반영한 교차상관분석이 더 유용하다.

    max       

상기 수식에 따라 도출된 시차()는 단일시점의 석면 표관 소비량과 악성중피종 간의 

시차를 분석하는 데 용이하다. 한편 악성중피종의 경우 주로 석면노출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므로, 단일시점의 석면 표관 소비량뿐만 아니라 당해 소비량의 누적치(cumulative 

value)에 의한 영향도 배제하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단일시점의 석면 표관 소비량과 더

불어 10년 누적 표관 소비량과 5년 누적 표관 소비량과 십만 명당 악성중피종 발생비율 

간의 교차상관관계에 대한 분석도 아래의 두 수식을 활용하여 병행하고자 한다.

    max 
  



   


   

    m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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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수식에 기초한, 한국 ‧ 영국 ‧ 미국의 석면 표관 소비량과 십만 명당 악성중피종 

발생비율 간 시차분석 결과는 <표 2>에서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당해 분석결과 중에서, 

가장 높은 교차상관계수 값을 기록한 연도를 기준으로 국가별 석면 표관 소비량과 십만 

명당 악성중피종 발생비율 간의 잠복기를 추정한다. 해당 잠복기는 석면소비(노출)가 

악성중피종을 발생시키는 데 소요되는 시차로 해석가능하며, 이는 향후 석면으로 인한 

악성중피종 발생기제를 추정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표 2> 연간 석면 표관 소비량과 연간 십만 명당 악성중피종 발생비율 간 시차분석

연간 석면 표관 소비량(톤)과 연간 십만명당 악성중피종 발생비율(명) 간 교차상관계수

시

차

(년)

한국 영국 미국

석면 

표관 

소비량

대비

석면 

표관 

소비량

10년 

누적 

대비

석면 

표관 

소비량

5년 누적 

대비

석면 

표관 

소비량

대비

석면 

표관 

소비량

10년 

누적 

대비

석면 

표관 

소비량

5년 누적 

대비

석면 

표관 

소비량

대비

석면 

표관 

소비량

10년 

누적 

대비

석면 

표관 

소비량

5년 누적 

대비

1 -0.543 -0.925 -0.835 -0.820 -0.911 -0.854 -0.770 -0.672 -0.751

2 -0.633 -0.939 -0.877 -0.835 -0.925 -0.867 -0.758 -0.638 -0.723

3 -0.734 -0.944 -0.914 -0.849 -0.939 -0.883 -0.764 -0.601 -0.693

⦙

16 0.338 0.793 0.843 -0.969 -0.900 -0.955 -0.150 -0.008 -0.071

17 0.668 0.810 0.936 -0.955 -0.864 -0.932 -0.111 0.026 -0.033

18 0.746 0.836 0.858 -0.941 -0.823 -0.904 -0.052 0.059 -0.001

19 0.692 0.846 0.766 -0.926 -0.774 -0.871 -0.029 0.092 0.025

20 0.655 0.861 0.717 -0.890 -0.716 -0.830 0.002 0.127 0.046

21 0.614 0.869 0.690 -0.848 -0.648 -0.783 0.037 0.174 0.068

22 0.392 0.877 0.699 -0.804 -0.567 -0.727 0.046 0.231 0.098

23 0.413 0.907 0.768 -0.765 -0.468 -0.663 0.073 0.309 0.133

24 0.47 0.924 0.822 -0.719 -0.338 -0.588 0.074 0.399 0.177

25 0.402 0.938 0.868 -0.643 -0.176 -0.499 0.110 0.499 0.234

26 0.572 0.944 0.901 -0.549 0.012 -0.392 0.193 0.610 0.317

27 0.714 0.942 0.913 -0.470 0.218 -0.265 0.223 0.718 0.411

28 0.569 0.922 0.907 -0.375 0.423 -0.099 0.296 0.798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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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연간 석면 표관 소비량과 연간 십만 명당 악성중피종 발생비율 간 시차분석

(Continued)

연간 석면 표관 소비량(톤)과 연간 십만명당 악성중피종 발생비율(명) 간 교차상관계수

시

차

(년)

한국 영국 미국

석면 

표관 

소비량

대비

석면 

표관 

소비량

10년 

누적 

대비

석면 

표관 

소비량

5년 누적 

대비

석면 

표관 

소비량

대비

석면 

표관 

소비량

10년 

누적 

대비

석면 

표관 

소비량

5년 누적 

대비

석면 

표관 

소비량

대비

석면 

표관 

소비량

10년 

누적 

대비

석면 

표관 

소비량

5년 누적 

대비

29 0.795 0.902 0.886 -0.265 0.602 0.115 0.336 0.829 0.654

30 0.790 0.874 0.860 -0.095 0.742 0.349 0.481 0.838 0.743

31 0.774 0.842 0.826 0.093 0.842 0.554 0.591 0.818 0.790

32 0.892 0.809 0.794 0.323 0.903 0.710 0.737 0.794 0.809

33 0.720 0.756 0.740 0.547 0.942 0.814 0.754 0.767 0.790

34 0.854 0.725 0.698 0.681 0.966 0.879 0.646 0.744 0.764

35 0.806 0.685 0.647 0.764 0.981 0.923 0.677 0.729 0.760

36 0.747 0.647 0.580 0.830 0.989 0.952 0.751 0.708 0.745

37 0.681 0.653 0.523 0.871 0.994 0.968 0.743 0.680 0.728

38 0.499 0.849 0.479 0.908 0.996 0.978 0.703 0.649 0.714

39 0.731 0.890 0.656 0.916 0.995 0.984 0.684 0.619 0.703

40 0.590 0.888 0.837 0.931 0.994 0.986 0.652 0.586 0.686

41 0.692 0.924 0.907 0.940 0.993 0.985 0.697 0.552 0.663

42 0.626 0.903 0.920 0.948 0.992 0.985 0.697 0.510 0.625

43 0.687 0.899 0.919 0.955 0.989 0.982 0.671 0.463 0.578

44 0.766 0.870 0.899 0.951 0.986 0.978 0.617 0.417 0.528

45 0.813 0.838 0.858 0.945 0.984 0.976 0.552 0.375 0.475

주: 굵은 선으로 표신되 부분은 각 변수별로 가장 높은 교차상관계수값을 의미함.

한국 ‧ 영국 ‧ 미국의 단일시점 석면 표관 소비량과 십만 명당 악성중피종 발생비율 간

의 시차에 대한 교차상관관계는 세 국가 공히 34년가량의 시차를 두고 본격적으로 증가

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석면소비(노출) 이후 20년에서 35년가량의 잠

복기를 가지고 악성중피종이 발생한다는 기존의 보고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상기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국가별 교차상관관계는 상이한 양상을 보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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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추정되었다. 한국의 경우, 32년 시차에서 가장 높은 교차상관계수값(


 




≈)을 

기록하였으며, 19년부터 45년의 시차에서 등락을 거듭하나 여타 시차에 비해 높은 상관

관계를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은 43년 시차에서 가장 높은 교차상관관계

(


 




≈)를 보였으며, 35년의 시차부터 교차상관관계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

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미국의 경우에는 33년 시차에서 가장 높은 교차상관관계

(


 




≈)를 보이며, 이후 상관관계가 감소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림 4> 석면 표관 소비량과 십만 명당 악성중피종 발생비율 간 시차분석결과

<그림 5> 한국의 석면 표관 소비량과 십만 명당 악성중피종 발생비율 간 시차분석

(10년 누적, 5년 누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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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로 교차상관관계에 차이를 보이는 것은 규제의 강도와 개시시기, 사용석면의 

종류 등에 의한 영향인 것으로 추측된다. 한국은 1990년에 부분규제를 시작하여,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석면안전관리법, 석면피해구제법 등에 의거하여 사실상 전면규제로 

이행하였다. 한편, 영국에서는 1985년 석면금지법에 의거한 부분규제를 개시하고 1999

년 전면규제로 이행하였고, 미국의 경우 1973년 부분규제를 시작하여 강도의 차이는 있

으나 현재까지도 부분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즉, 영국과 미국의 경우 석면에 대한 규제

기간이 30년 이상이나, 한국의 경우는 20여년 가량으로 규제제도 운영의 역사가 상대적

으로 단기이다. 하지만 한국은 선진국의 규제형태를 선행학습하였다는 장점을 바탕으

로, 규제기간은 단기이나 규제 초기부터 상대적으로 강한 규제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 시차분석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상업적으로 주로 사용했던 청석면

과 갈석면에 비해 유해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고 있는 백석면을 한국에서 주로 사

용(수입)하였다는 점도 시차분석결과의 해석 시에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편, 교차상관계수가 최고치를 기록한 시차는 상호 차이를 보였지만, 한국 ‧ 영국 ‧ 미

국의 석면 표관 소비량에 대한 누적치를 반영한 시차분석결과에서도 단일시점의 석면 

표관 소비량을 활용한 시차분석결과와 유사한 추세를 보였다. 한국에서는 단일시점 분

석 시에 32년 시차에서 교차상관관계가 가장 높았으나, 10년 누적의 경우 26년에서, 5년 

누적의 경우 17년 시차에서 가장 높은 교차상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영국의 

경우, 10년 누적 시 38년에서, 5년 누적 시 40년에서 가장 높은 교차상관계수를 기록하

였다. 한편, 미국에서는 10년 누적의 경우 30년 시차에서, 5년 누적의 경우 32년 시차에

서 교차상관계수값이 가장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단일시점 

석면 표관 소비량 자료를 활용할 때와 10년 및 5년 누적 석면 표관 소비량 자료를 사용하

는 경우의 교차상관계수 추세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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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영국 ‧미국의 석면 표관 소비량과 십만 명당 악성중피종 발생비율 간 시차분석

(10년 누적, 5년 누적 포함)

영국

미국

IV. 석면소비와 악성중피종 발생의 장기관계

한국과 미국의 교차상관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았을 때, 석면규제시행 이

후 일정 시점부터 석면의 표관 소비량이 급격한 감소추세를 보였다. 영국의 경우, 1985

년 석면금지법 채택 이전에 1972년 부분규제를 시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면규제 시행 

이전부터 석면 표관 소비량이 선행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개국은 34

년가량의 시차를 두고 석면 표관 소비량이 십만 명당 악성중피종 발생비율에 정(+)의 영

향을 미치고 있는 유사성이 존재한다.

상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악성중피종 발생비율에 대한 장기모형의 개발과 이에 기

초한 정교한 과학적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이는 악성중피종 발생비율 자체의 예측

에 기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적인 비용의 추정과 지원기금의 조성 등 사회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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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이슈와도 직간접적으로 연계되므로 환경보건측면뿐만 아니라 사회과학적으로도 

중요하다.

다만 악성중피종의 발생이 석면소비(노출)에 있어서 30년 이상의 장기적인 시차를 두

고 발생하므로, 장기시차를 반영한 석면 표관 소비량과 십만 명당 악성중피종 발생비율 

간의 장기균형관계가 장기추세예측모형에 투영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은 영국·미국

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료의 시계열적 축적이 적게 이루어져 있으므로, 영국과 미국 등과 

같이 규제의 역사가 길고 장기시계열 자료가 축적되어 있는 국가와의 비교연구가 수반

될 필요가 있다.

장기균형관계 추정을 위해, 국가별로 십만 명당 악성중피종 발생비율에 대한 계량경

제학적 분석기법을 적용한다.18) 영국 ‧ 미국 ‧ 한국의 석면 표관 소비량과 십만 명당 악성

중피종 발생비율의 시계열 자료를 활용할 때 선행되어야 할 분석은 당해 시계열 자료의 

정상성(stationary)에 대한 검정이다.

영국의 석면 표관 소비량과 십만 명당 악성중피종 발생비율에 대한 ADF 검정결과에 따

르면, 두 변수 공히 단위근을 가진다는 귀무가설을 1% 유의수준에서 기각할 수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영국의 석면 표관 소비량과 십만 명당 악성중피종 발생비율은 단위근

을 가지는 비정상적 시계열로 판단할 수 있다. 즉, 영국의 석면 표관 소비량과 십만 명당 악

성중피종 발생비율의 수준(level) 변수는 비정상적 시계열이므로, 해당 변수를 수준값을 이

용하여 전통적인 회귀분석을 실시할 경우 가성회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

편 ADF 검정을 석면 표관 소비량과 십만 명당 악성중피종 발생비율의 1차 차분변수에 대

하여 시행할 경우, 1차 차분변수 상에서 시계열적 안정성을 갖는  계열로 검정되었다.

미국을 대상으로 한 ADF 검정에서도, 두 변수 모두 단위근을 가진다는 귀무가설을 

1% 유의수준에서 기각할 수 없으므로, 미국의 석면 표관 소비량과 십만 명당 악성중피

종 발생비율은 단위근을 가지는 비정상적 시계열로 판단할 수 있다. 한편 ADF 검정을 

미국의 석면 표관 소비량과 십만 명당 악성중피종 발생비율의 1차 차분변수에 대하여 

시행할 경우, 두 변수 공히  과정을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8) 영국 ‧ 미국 ‧ 한국의 석면 표관 소비량과 십만 명당 악성중피종 발생비율 자료의 정규성 검토를 위하
여 커널밀도추정(Kernel density estimation)을 실시한 결과, 두 변수 모두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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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대상으로 한 ADF 검정결과에서도 영국·미국의 경우와 유사하게 두 변수 모두 

단위근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십만 명당 악성중피종 발생비율의 경우에

는 1% 유의수준에서 단위근을 가지는 비정상적 시계열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의 경우

에도 두 변수 모두  계열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본 분석에 활용된 변수인 석면 표관 소비량과 십만 명당 악성중피종 발생비율 간

에 30년 이상의 장기시차를 보인다는 특징이 존재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공적분 관계와 변

수 간 장기시차가 존재할 경우의 공적분 관계 간의 상호성을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장기시차가 존재하는 경우의 공적분 관계에 대한 이론적인 검토 결과, 장기시차를 고

려한 공적분 관계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공적분 관계와 동일한 명제를 활용할 수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분석대상변수인  와 가  과정을 따르는 경우에 공적

분 관계가 만족된다면, 아래의 Lemma(보조명제)에 따라    와 가 차분(difference)

과정을 통해  과정을 만족한다. 따라서        ∼을 만족하게 된다. 

다시 말해, 와   간에 공적분 관계가 존재한다면    와  간에 공적분 관계가 성

립하므로, 공적분 분석 간 장기시차가 존재할 경우에도 와   간에 공적분 검정을 통

해 장기균형관계에 대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게 된다.

<Lemma(보조명제). 변수 간 장기시차가 존재하는 경우의 공적분 관계>

와  가  시계열 변수이고, 와   간에 공 분 계가 존재하면,

  와  간에도 공 분 계가 자동 으로 존재한다.

[증명] ∼ , ∼일 때,  와  간에 공적분 관계가 존재하면

      ∼로 표현되어,

′        
   

∼ 

    
   
∼ 

     이므로

      ∼ 으로 공적분 관계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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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요한슨 공적분 검정에 따르면, 5% 유의수준에서는 대각합 

검정과 최대고유값 검정 모두에서 석면 표관 소비량과 십만 명당 악성중피종 발생비율 

간에 공적분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 유의수준에서는 최대고유값 

검정에서만 공적분 관계가 존재하는 검정결과가 도출되었다. 한편 미국과 한국의 경우

에는 대각합 검정과 최대고유값 검정 모두 5%와 1% 유의수준에서 석면 표관 소비량과 

십만 명당 악성중피종 발생비율 간 공적분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9)

즉, 3개 국가 공히 석면 표관 소비량과 십만 명당 악성중피종 간에 장기균형관계가 존

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국의 경우, 영국과 미국에 비해 단기시계열 자료를 공

적분 분석에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표본 개수가 적어 검정력이 약할 수 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향후 지속적인 자료 축적을 통해 한국에서의 석면 표관 소비량

과 십만 명당 악성중피종 발생비율 간의 장기균형관계에 대한 분석을 심화할 필요가 있다.

<표 3> 국가별 석면 표관 소비량과 십만 명당 악성중피종 발생비율에 대한 요한슨 

공적분 검정 결과

검정방식 가설 국가 검정통계량
5% 유의수준 

임계값

1% 유의수준 

임계값

대각합 검정



   

영국 19.496

15.495 19.937미국 78.931

한국 22.527



 ≤ 

영국 0.661

3.841 6.635미국 0.00000845

한국 0.056

최대고유값 

검정



   

영국 18.845

14.265 18.520미국 78.931

한국 22.471



   

영국 0.661

3.841 6.635미국 0.00000845

한국 0.056

주: 임계값은 MacKinnon-Haug-Michelis (1999) p-값

19) 대각합 검정과 최대고유값 검정을 통한 요한슨 공적분 검정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아래의 사항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대각합 검정통계량과 최대고유값 검정통계량이 서로 다른 공적분 관계를 의미하는 
경우, 공적분 벡터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공적분 검정
의 검정력은 표본의 크기가 작거나 설정오류가 존재할 경우 약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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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에서 분석한 보건의학적 ‧ 시계열적 변수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석면 표관 

소비량을 독립변수로 한 십만 명당 악성중피종 발생비율 추정모형으로, 시차분포모형

(distributed lag model)을 설정하고자 한다. 본 분석의 대상변수인 석면노출과 악성중피

종 발생 간에는 석면노출이 악성중피종 발생을 인과한다는 보건·의학적으로 명확한 명

제가 존재한다. 또한, 석면노출로부터 수십년 간의 장기 잠복기가 지난 이후 악성중피종

이 발현되므로, 단기시차변수가 설명변수로 삽입될 경우 자유도 상실 등의 문제로 인해 

모형설명력이 약화되어 자칫 분석결과를 오도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상기 보건 ‧ 의

학적 연구결과에 의거하여 2변수 VAR 모형을 아래와 같이 변형할 수 있으며, 실질적으

로는 본 분석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시차분포모형을 추정하는 것과 유사한 결론에 도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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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만 명당 악성중피종 발생비율과 석면 표관 소비량이 영국·미국·한국 공히 단위근을 

가지는 시계열로 나타났고 을 따르는 시계열인 것으로 검정되어, 3개 국가 모두에서 

십만 명당 악성중피종 발생비율과 석면 표관 소비량은 1차 차분하여 사용한다. 또한 

  인 이유는 보건 ‧ 의학적 연구결과에 의거하여 역인과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십만 명당 악성중피종 발생비율이 석면 표관 소비량을 인과하지 않는 데 기인한다. 또한 

의 경우 십만 명당 악성중피종 발생비율에 대한 1기 이전의 십만 명당 악성중피종 발

생비율의 추정치를 의미한다. 의 경우 t기의 석면 표관 소비량이 악성중피종을 발현

시키는데 소요되는 시차를 반영한 (-잠복기)의 석면 표관 소비량이 기의 석면 표관 소

비량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한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는 모수 추정

치는 를 포함하는 첫 번째 수식인 시차분포모형(distributed model)의 형태를 가지게 

된다.

한국을 대상으로 시차분포모형을 추정한 결과에서는, 발생시차분석결과를 통해 추

정한 32년 시차에서 석면 표관 소비량이 십만 명당 악성중피종 발생비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20) 다만, 32년보다 후행하는 석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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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관 소비량 시차변수(33년 시차)를 함께 포함한 ③번과 ④번 모형에서는, 모든 석면 표

관 소비량 시차변수가 통계적 유의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모형에 

관계없이 (-1)기의 십만 명당 악성중피종 발생비율은 기의 악성중피종 발생비율에 통

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4> 한국의 십만 명당 악성중피종 발생비율과 석면 표관 소비량 간 시차분포모형 

추정결과

종속변수 모형구분 설명변수 계수값 -통계량

∆(한국의 

십만 명당 

악성중피종 

발생비율)

① 석면 표관 

소비량 

설명변수 1개 

(잠복기 32년)

∆(한국의 십만 명당 악성중피종 

발생비율t-1)
-0.519** -2.370

∆(한국의 석면 표관 소비량t-32) 0.000000573* 2.207

상수항 0.009 1.249

② 석면 표관 

소비량 

설명변수 2개 

(잠복기 31년 

및 32년)

∆(한국의 십만 명당 악성중피종 

발생비율t-1)
-0.721*** -4.446

∆(한국의 석면 표관 소비량t-31) -0.000000326 -1.926

∆(한국의 석면 표관 소비량t-32) 0.000000388* 2.124

상수항 0.017** 3.177

③ 석면 표관 

소비량 

설명변수 2개 

(잠복기 32년 

및 33년)

∆(한국의 십만 명당 악성중피종 

발생비율t-1)
-0.649* -2.228

∆(한국의 석면 표관 소비량t-32) 0.000000451 1.752

∆(한국의 석면 표관 소비량t-33) -0.0000000914 -0.294

상수항 0.015 2.001

④ 석면 표관 

소비량 

설명변수 3개 

(잠복기 31년, 

32년 및 33년)

∆(한국의 십만 명당 악성중피종 

발생비율t-1)
0.642* -2.706

∆(한국의 석면 표관 소비량t-31) -0.000000346 -1.741

∆(한국의 석면 표관 소비량t-32) 0.000000378 1.770

∆(한국의 석면 표관 소비량t-33) -0.000000145 -0.567

상수항 0.018* 2.792

주: * 10% 유의수준, ** 5% 유의수준, ***1% 유의수준에서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함

20) 영국과 미국의 경우에도 한국과 동일한 방식으로 추정하였으나, 발생시차분석에서 추정한 잠복시차
를 반영한 시차분석모형 결과만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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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경우, 석면 표관 소비량과 십만 명당 악성중피종 발생비율 간의 교차상관관계

가 가장 높은 시차는 43년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잠복기로 43년 시차를 선택하여 시차분

포모형을 추정한다. 또한 43년 시차 전후로 석면 표관 소비량이 십만 명당 악성중피종 

발생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 위하여, 상기 시차 1년 전후의 석면 표관 소비량을 

설명변수로 동시에 삽입하는 회귀분석도 함께 수행하였다. 영국을 대상으로 시차분포

모형을 추정한 결과, 4개 모형 공히 시차분석결과를 통해 추정한 잠복기인 43년 시차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추정치가 도출되었다. 한편, 43년을 기준으로 1년 전후의 석면 표

관 소비량 시차변수를 동시에 포함한 모형을 추정한 결과, 43년을 제외한 여타 석면 표

관 소비량 시차변수에 대한 모수 추정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기 전의 십만 명당 악성중피종 발생비율은 기의 십만 명당 악성중피종 발생비

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미국을 대상으로도, 영국의 경우와 동일하게, 시차분석을 통해 도출한 잠복기인 33년을 

중심으로 4개의 시차분포모형을 추정하였다. 우선 4개의 시차분포모형 모두에서 33년의 

시차를 두고 석면 표관 소비량이 십만 명당 악성중피종 발생비율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

을 끼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1)기의 십만 명당 악성중피종 발생비율이 기의 십

만 명당 악성중피종 발생비율에 유의미하게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5> 영국과 미국의 십만 명당 악성중피종 발생비율과 석면 표관 소비량 간 시차

분포모형 추정결과

국

가
종속변수 설명변수 계수값 -통계량

영

국

∆(영국의 

십만 명당 

악성중피종 

발생비율)

∆(영국의 십만 명당 악성중피종 발생비율t-1) -0.272 -1.447

[잠복시차 43년]

∆(영국의 석면 표관 소비량t-43)
0.00000289* 1.859

상수항 0.142*** 3.886

미

국

∆(미국의 

십만 명당 

악성중피종 

발생비율)

∆(미국의 십만 명당 악성중피종 발생비율t-1) -0.434** -2.691

[잠복시차 33년]

∆(미국의 석면 표관 소비량t-33)
0.000000525*** 2.747

상수항 0.008 0.552

주: * 10% 유의수준, ** 5% 유의수준, ***1% 유의수준에서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함



손동희 ․전용일

• 314 •

V. 결  론

석면은 강성 ‧ 유연성 ‧ 단열성 ‧ 내열성 ‧ 절연성 등의 물성으로 인해 기원전 2500년경

부터 인류의 경제활동에 널리 활용된 소위 ‘기적의 물질’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70년대 경제개발과 새마을운동 등 경제개발과정부터 도농을 막론하고 다수 산업과 

생활 속에서 유용하게 활용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성장을 달성

하면서 환경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고 의 ‧ 과학의 발전이 동반되어, 환경성질환에 대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인지가 가능해졌고 관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석면의 심각한 유해성이 밝혀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석면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성

질환에 대한 무지에서 탈피하고 효과적으로 환경성질환에 대응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

루어지고 있다. WHO 산하 IARC에서 1970년대 이후 석면을 발암물질로 지정하기에 이

르렀고, 세계 각국에서는 석면사용에 대한 전면규제 혹은 부분규제 등 적극적인 규제정

책을 시행해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 석면의 부분규제에서 시작하여, 이후 산

업안전보건법, 석면안전관리법, 석면피해구제법 등에 의거한 전면규제로 이행한 상황

이다. 정책적으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2011~2020) 등을 

수립하여 석면으로 인한 환경성질환 예방대책 마련을 정책우선순위로 설정하고 있으

며,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환경성질환 피해지원을 시행중에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룬 환

경성질환인 악성중피종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성질환 중에서도 석면의 기여위험도가 매

우 높고, 발병 후 일반적으로 약 12개월 이후에 사망에 이를 만큼 치명적인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경제성장에 대한 욕구로 장기간 유용하게 사용되었으나 환경보건에 대한 

인식과 지식축적에 따라 사용이 엄격히 제한된 석면이 발생시키는 악성중피종을 중점

분석 대상으로 삼아, 석면 표관 소비량과 악성중피종 발생비율 간의 장기관계를 이론적·

실증적으로 추정한다.

구체적으로, 영국 ‧ 미국 ‧ 한국의 석면 표관 소비량과 십만 명당 악성중피종 발생비율

과 석면 표관 소비량 간의 장기시차를 분석하고, 악성중피종 발생비율과의 장기균형관

계를 공적분 검정을 통해 수행한다. 다만 한국의 석면규제와 본격적인 악성중피종 발생

이 상대적으로 최근에 이루어졌고 자료의 시계열이 짧다는 한계가 존재하므로, 선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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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분석에 활용하여 한국의 계량분석에 반영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를 위해 석면 

표관 소비량과 십만 명당 악성중피종 발생비율에 대한 장기시계열자료가 축적된 영국

과 미국에 대한 분석을 병행하여, 그 결과를 한국과 비교분석한다. 또한 장기균형관계 

분석 시 활용되는 공적분 관계에 대한 일반적인 정리가 변수 간 장기시차가 존재할 경우

의 공적분 관계와 어떠한 상관성을 보이는지를 이론적으로 검토하여, 본고에서의 공적

분 검정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한다.

석면 표관 소비량과 십만 명당 악성중피종 발생비율 간의 시차분석은 크게 단일시점

의 석면 표관 소비량을 사용한 분석과 석면 표관 소비량 누적치를 사용한 분석 등 두 가

지로 진행하였다. 석면의 국내잔존이 악성중피종 발생에 영향을 미치므로, 단일시점만 

분석할 경우 교차상관성이 높은 기간을 도출하는데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

이다. 단일시점의 석면 표관 소비량을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 한국은 32년, 영국은 43년, 

미국은 33년의 시차가 존재할 때 교차상관계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시차를 특정시점

에 한정하지 않고 기간개념으로 확장할 경우, 한국에서는 19년부터 45년의 시차에서 여

타 시차에 비해 높은 상관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추세를 보였다. 영국에서는 35년 시차부

터 높은 교차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미국에서는 33년 시차에서 교차상관계수가 정점을 

기록한 이후 감소추세를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종합해보면, 3개국 공히 석면 표

관 소비량이 십만 명당 악성중피종 발생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석면 표관 소비량과 34년

가량의 시차를 보이는 결과가 추정되었다. 누적치를 활용한 경우에도 교차상관계수가 

높은 시차에는 일부 차이가 존재하였으나, 단일시점 분석결과와 유사한 추세를 보였다. 

이는 의학자료를 사용하여 논의된 석면노출로 인한 악성중피종의 발생 잠복기가 20년

에서 35년가량으로 알려져 있다는 점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21)

본 연구에서는 보건 ‧ 의학적 관점에서 석면노출에 의해 장기간의 잠복기를 두고 발생

하는 것으로 알려진 악성중피종의 발생시차를 석면 표관 소비량과 십만 명당 악성중피

종 발생비율 간의 발생시차분석과 장기균형분석을 통해 실증하였다. 또한 발생시차분

21) 본고에서는 국가별 석면 표관 소비량과 십만 명당 악성중피종 발생비율에 대한 구조변화 존재여부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석면이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
면서 석면사용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구조변화의 존재여부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행해진 발생시차분석과 장기균형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메
커니즘을 도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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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을 통해 분석한 장기잠복시차를 반영하여 십만 명당 악성중피종 발생비율을 추정하

는 시차분포모형을 시계열분석이론과 실증분석결과를 반영하여 설정함으로써, 변수 간 

장기균형관계를 반영한 장기 시계열분석을 수행하였다는 데 의의를 가진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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