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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Methyl bromide (MB) fumigant has been shown to be fatal to human when was exposed. However,

it were still used the significant amount in quarantine disinfection sites.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assess

the MB exposure status and characteristics by fumigation-related workers and to provide supporting data for

management plan.

Methods: For this study, the three groups related to fumigation work were composed. A total of 107 workers

were directly exposed, 20 field inspectors were indirect, and 20 general quarantines were not exposed. The

urinary bromide ion concentrations in each group were analyzed by using HPLC/ICP-MS, and the working

characteristics were identified using the structured questionnaire.

Results: The urinary bromide ion concentration in the exposed group of fumigation workers was higher than the

indirect and non-exposed groups. In the work characteristics of workers, there was a significant tendency to

increase urinary bromide ion concentrations with higher fumigation work years (≤4 years: 2.84 (1.13-7.11)

mg/g cr, >4-15 years: 5.36 (4.37- 6.57) mg/g cr, >15-37 years: 6.69 (5.27-8.49) mg/g cr, p=0.034). In the

comparison of the average number of working days per month, the more working days, the higher the urinary

bromide ion concentration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12.5 days: 2.59 (1.19-5.65) mg/g cr, >12.5-19.25 days:

5.46 (4.62-6.44) mg/g cr, >19.25-27.25 days: 7.93 (5.93-10.59) mg/g cr, p=0.002).

Conclusion: This study was the first nationwide survey including biological monitoring in workers exposed to

methyl bromide.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expected to be used as a reference for workers' health rights in

relation to fumigation, prevention of addiction accidents, and safe management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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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국외 수입된 곡물이나 과일이 유통되기 위해서는

검역법에 의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방역이다.

특히 식품류는 병해충을 제거하기 위해 살균가스를

뿌리는 훈증(fumigation)을 실시하게 된다. 훈증이란

밀폐된 장소에 가스 또는 증기 상태의 유효성분을

채워 병해충이 호흡할 때 기공을 통해 체내에 흡입

시켜 치사하게 하는 병해충 방제의 한 영역으로 이

때 사용되는 유효성분을 훈증제(fumigant)라고하며,

훈증제는 증기압, 휘발성, 확산성, 침투성, 흡착성이

높고 잔류성이 낮은 약제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1)

Methyl bromide (MB)는 1900년도 초반 사과해충

방제약으로 사용된 이래, 검역용 훈증 약제로 전 세

계적으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MB는 저

농도에서 무색, 무취이나 고농도인 경우에는 클로로

포름(Chloroform)류의 냄새가 나는 무색의 불연성

액체 또는 기체이다. 살충뿐 아니라 살균, 제초효과

도 있어 토양 훈증제로도 이용되고 있으며, 피훈증

물에 신속하고 깊게 침투하는 효과를 보인다. 또한

처리 후에는 탈착되어 잔류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훈증제의 조건에 매우 부합되는 물질로 취급받

고 있다. 주요 용도로는 곡물류, 과실류, 목재, 식품

류의 살충 및 훈증제, 소화제, 냉동제, 이온화장치,

양모의 탈지, 유류추출제 등에 이용된다.2)

MB는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2015년까지 단계

적으로 대체할 것을 권고 받고 있으며, 중독 위험성

이 낮은 친환경 훈증제인 Ethyl formate (EF)가 개

발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과일류

훈증에 MB의 사용 비중이 더 높은 실정이다. 구체

적인 2017년 과일류 훈증제 사용실적으로 28,698건

의 소독이 실시되었고, 이 중 MB 사용이 15,246건

(53%), EF 사용이 13,452건(47%)으로 나타났다.

MB는 상온 기체 상태로 주 노출 경로는 호흡이다.

호흡을 통해 흡입된 MB는 약 절반이 폐를 통과하

여 혈액에 흡수된다. 일부 동물 실험에서 경구 섭취

된 물의 MB는 위장을 통과하여 거의 대부분이 몸

에 흡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출된 MB는 폐 또

는 위장에서 혈액을 통해 몸 전체에 신속히 퍼지게

된다. 체내 흡수된 MB의 대부분은 다른 화학 물질

로 분해되며 소변 및 호흡을 통해 체내 밖으로 배

출된다.3) 이러한 배출 작용은 대개 수분 내 시작되

어 며칠 이내에 완료된다. MB는 검역법의 소독 기

준에 따라 검역용을 제외한 용도로는 제조, 수입, 판

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훈증

소독 등의 사업·작업장 외에서 높은 수준으로 노출

되는 경우는 드물다.

MB와 같은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된 경우 유해한

건강 영향이 발생할지 여부와 그 건강 영향의 유형

및 심각성은 용량, 노출 기간, 노출 경로(호흡, 섭취,

음주 또는 피부 접촉 등), 노출된 다른 유해물질 및

개인 특성(성, 연령, 영양 상태, 가족 특성, 생활 습

관 및 건강 상태)과 같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인체에 흡수된 MB는 생체 내에서 알킬화작용과

효소억제작용 등을 통해 급성 폐손상, 신세뇨관 손

상, 신경계장해,4-6) 피부의 세포독성7) 및 유전독성8,9)

등 여러 가지 독성효과를 일으키며, 만성 노출되면

말초신경장해를 일으키고 반복 노출 시 혈청 및 소

변에 브롬이 증가하여 중추성 운동실조증과 다발성

말초신경염, 시신경염, 정신장애를 일으키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6,10-12) 중독증상은 천천히 나타나고 회복

된 사람의 경우 현기증, 우울증, 환각증, 근심, 주의

력 상실 등의 중추신경장해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13)

MB 훈증제는 중독될 경우 치명적인 인체 위해성

을 보이나, 대체 약제가 있음에도14,15) 여전히 가장

높은 비중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관련 작업자에 대한

중독 사례 역시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황에도 불구하고 MB 중독에 대한 의학

적 실태 파악은 미흡한 상태로, 직업 환경 중 직·간

접 노출 가능성이 있는 작업자별 중독에 대한 기반

자료가 부족하여 훈증제 노출자에 대한 건강권 보호,

중독사고 예방 및 훈증 안전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훈증 관련 작업자별 MB 노출 실

태와 특성 파악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이에 대한 관

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과학적 근거 자료가 요구된다.

II. 대상 및 방법

1. 조사 대상자

본 연구를 위해 훈증 방역 작업과 관련된 3개 집

단을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직접 노출군인 훈증 작

업자 107명, 간접 노출군인 현장 검역관 20명, 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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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군인 일반 검역관 20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

다. 농림축산검역본부(The Korea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협조를 통해 전국 방역 업체에

등록된 작업자 131명을 대상으로 본 연구와 취지와

목적에 대해 설명하였고, 참여 동의한 대상자 107명

을 목표로 하였다. 107명 중 부산 소재 20명을 작

업자 상세 대상자로 세부 분류한 뒤 직접 접촉 후

대면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외 소재 87명은 작업자

대규모 대상자로 구분하였고 각 소속 업체별로 대표

자(key person)를 선정하여 조사 과정의 관리를 일

임하였다. 현장 검역관은 훈증 방역 작업 현장의 감

시·감독의 업무를 수행하는 집단으로서 MB에 간접

노출 가능성이 있다. 직·간접 노출군과의 비교를 위

한 집단으로서 훈증 현장 작업에서 배제된 일반 검

역관을 대상으로 하였다. 구체적인 조사는 2018년 5

월~10월 동안에 실시되었다.

조사는 ‘비작업 후 작업 재개일’, ‘연속 작업 종료

일’, ‘비작업 종료일’의 3개 시점을 조작적으로 정의

하고 각 시점별 생체시료(요) 채취 및 작업 환경 및

특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비작업 후 작

업 재개일’은 최소 1일 이상의 휴무 시간을 가진 뒤

다시 작업을 실시하는 시점에 대한 정의로써, 실제

시료 채취 및 설문조사는 훈증 작업 전·후 2회 실

시하였다. 작업 전을 1차, 작업 후를 2차 조사로 구

분하였다. 특히, 작업 전 체내 브로마이드 이온 농

도는 MB 누적 노출 수준의 지표로 활용한다. 또한

작업 전·후의 측정으로 1회 작업에 따른 체내 브로

마이드 이온 농도의 증가 여부를 확인한다. ‘연속 작

업 종료일’은 ‘비작업 후 작업 재개일’을 포함하여

최소 2일 이상의 연속 작업 후, 휴무 직전의 정의로

써, 당일 최종 작업 후 시점에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는 연속된 작업으로 인한 체내 브로마이드 이온

농도 증가 여부를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비작업

종료일’은 ‘연속 작업 종료일’에 대한 연속으로 최

소 1일 이상의 휴무 후 다시 작업을 실시하기 직전

시점의 정의이다. 비작업 기간 즉, MB 비노출 시간

에 따른 체내 브로마이드 이온 농도 감소 여부를 확

인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

전체 조사는 3개 시점, 4회의 생체시료 채취 및 설

문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구성하였고, 각 집단별 참

여 단계는 Fig. 1과 같다.

2. 생체 시료 채취

요 시료는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대상자에게 채뇨

법을 숙지시킨 후 진행하였다. 일시뇨의 채취를 위

해, 최초 체외 배출 요는 채취하지 않도록 하고 중

간뇨를 전용 Urine cup (Qorpak PLC-03701 Natural

Polypropylene Jar with 58-400 White Polypropylene

Unlined Cap 120 m)을 사용하여 10 mL 이상 채취

한 뒤, 검사기관으로 이송 전까지 4oC에 보관하였다.

이송된 시료는 요 중 브로마이드 이온 농도(bromide

ion concentration) 분석을 위해 전용 Conical tube

(CELLTREAT 229412 Centrifuge Tube, 15 mL,

Polypropylene)에 5 mL씩 분주하여 −80oC인 deep

freezer에 보관하였다. 시료 채취에서 분주까지 2시

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다.

Fig. 1. Investigation steps by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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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브로마이드 이온 농도 분석

이동상(mobile phase)은 18 mM Nitric acid

(electronic grade), 34 mM Ammonium hydroxide

(Sigma-Aldrich, USA)를 이용하였으며, 표준용액

Bromide 1,000 mg/L (Sigma-Aldrich, USA)를 사용

하여 검량선을 작성하였다. 요 시료는 탈이온수로

20배 희석한 후 0.45 μm 필터로 여과하여 사용하였

다.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프/유도결합 플라즈마

질량분석기(HPLC/ICP-MS, high-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Inductively Coupled Plasma-Mass

Spectrometer; Agilent Technologies 1260 series/

Agilent Technologies 7700 series ICP/MS; Agilent

Technologies, CA, USA)를 이용하여 요 중 브로마

이드 이온 농도를 측정하였다.

4. 통계 분석

요 중 브로마이드 이온 농도는 치우친 분포로(skewness

>0), 각 시점별 집단의 geometric mean (GM), 95%

confidence interval (95% CI)을 제시하였다. 1차 작

업 전 농도에 대해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분산분석(ANOVA, analysis of variance)를 실시하였

다. 또한 집단 내 특성에 따른 농도 비교 및 특성별

집단 간 비교도 함께 실시하였다. 집단 내 각 시점

별 농도 변화량과 시점에 따른 집단 간의 농도 차

이는 선형혼합모형(linear mixed model)을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추정된 농도 단위는 요 중 크레아티닌

(creatinine)에 대해 보정된 결과이며, 정상 기준치인

300~3000 mg/L를 벗어난 대상자들은 분석에서 제외

하였다. 모든 검정은 유의수준 5%하에서 실시되었

다. 통계 분석은 SAS (Version 9.4, SAS Institute,

Cary, NC)를 이용하였다.

III. 결 과

1. 요 중 브로마이드 이온 농도 분포

작업자 전체 조사 대상자는 107명이었다. 조사 시

점별로 107명 중 2차 작업 후 조사 참여 대상자는

104명, 3차 연속 작업 종료일은 69명으로 확인되었

다. 4차 비작업 종료일 조사는 상세 대상자 20명 중

3명이 참여하였다.

Table 1의 요 중 브로마이드 이온 농도의 분포를

살펴보면, 작업자의 기하평균(95% 신뢰구간)에서 작

업 전이 4.92(3.81-6.35) mg/g cr로 작업 후 5.14

(4.45-5.94) mg/g cr로 증가하였고, 연속 작업 종료

일에서도 6.79(5.71-8.07) mg/g cr 수준으로 작업일

에 따라 농도가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다. 95 백분위

수를 살펴볼 때, 작업 전 17.24 mg/g cr, 작업 후

16.83 mg/g cr로 유사하였고, 연속 작업 종료일의 경

우 25.98 mg/g cr로 상당 수준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났다. 중심위치 추정치와 마찬가지로 상위 고농도자

들의 농도 수준 역시 작업일에 따라 농도가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조사 시점에서 최대값은

Table 1. Distribution of urinary bromide ion concentration (mg/g cr)

Group Investigation n Mean±std GM (95% CI) Median (range) P25 P75 P90 P95 P99

Fumigator

1st: before work on 

resume date
107 7.22±6.44

4.92 

(3.81-6.35)

5.61 

(<LOD-41.85)
3.41 9.26 12.61 17.24 36.54

2nd: after work on 

resume date
104 6.58±4.66

5.14 

(4.45-5.94)

5.29 

(0.55-22.63)
3.31 8.90 13.49 16.83 19.03

3rd: continuous work 

end date
69 8.98±8.10

6.79 

(5.71-8.07)

6.27 

(2.04-47.42)
4.22 11.36 17.73 25.98 47.42

4th: non-working end 

date
3 11.78±6.13

10.82 

(3.16-37.05)

9.45 

(7.15-18.73)
7.15 18.73 18.73 18.73 18.73

Inspector-

field

1st: before work on 

resume date
20 4.48±3.25

3.48 

(2.45-4.93)

3.94 

(0.87-11.52)
1.84 5.57 10.40 11.36 11.52

2nd: after work on 

resume date
20 4.32±2.83

3.44 

(2.39-4.94)

3.92 

(0.49-11.63)
2.95 4.86 8.92 11.29 11.63

Inspector-

general

1st: before work on 

resume date
20 4.21±2.43

3.64 

(2.79-4.73)

4.26 

(1.12-11.51)
2.40 5.23 6.94 9.54 11.51

LOD: limit of detection; Substitute value of LOD/2 for all of them (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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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전의 41.85 mg/g cr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측

정되었다.

현장 검역관의 경우 작업 전 3.48(2.45-4.93) mg/

g cr로 작업 후 3.44(2.39-4.94) mg/g cr와 유사하였

다. 최대값 역시 각 11.52, 11.63 mg/g cr로 유사하

였다. 일반 검역관은 3.64(2.79-4.73) mg/g cr로 현

장 검역관과 큰 차이는 없었으며 최대값 역시 11.51

mg/g cr로 유사하였다.

2.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작업 전 요 중 브로마

이드 이온 농도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작업 전 요 중 브로마이드

이온 농도는 Table 2와 같다.

누적 노출 수준의 지표인 방역 작업 전 기하평균

(95% 신뢰구간)은 작업자의 경우 4.92(3.81-6.35) mg/

g cr로 현장 검역관 3.48(2.45-4.93) mg/g cr, 일반

검역관 3.64(2.79-4.73) mg/g cr와 비교해 높은 수준

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충분한 근거는

없었다(p=0.343).

작업자는 남성의 비율이 99% 이상이었고 여성 대

상자는 1명에 불과하여 추정이 불가능하였다. 한편,

현장 검역관과 일반 검역관의 남녀 농도 차이는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p>0.05), 연령에 있어서

도 일치된 경향성은 없었으며 통계적인 유의성도 관

찰되지 않았다. 반면 작업자는 고연령층일수록 농도

가 증가하는 경향성이 나타났으며(≤29: 3.47(2.04-

5.90) mg/g cr, 30-39: 3.01(1.34-6.77) mg/g cr, 40-

49: 6.26(4.93-7.96) mg/g cr, ≥50: 6.90(5.35-8.89)

mg/g cr) 경계수준의 유의성을 가졌다(p=0.051). 이

를 반영한 연령 보정 기하평균은 작업자가 5.08(3.98-

6.48) mg/g cr, 현장 검역관 3.87(2.23-6.71) mg/g cr,

일반 검역관 4.10(2.36-7.14) mg/g cr 로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작업 전 요 중 브로마이드 이온 농도에서 간접 노

출군인 현장 검역관과 비노출군인 일반 검역관은 유

사한 수준이었고, 상대적으로 작업자가 가장 높은 것

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라 볼 수

없었다.

3. 작업 특성에 따른 작업 전 요 중 브로마이드

이온 농도

작업 특성에 따른 집단별 요 중 브로마이드 이온

농도는 직접 노출군인 작업자 집단 내 비교가 주요

하며 Table 3에 제시하였다. 훈증 작업 역할 분류에

서 작업 주임이 6.29(4.11-9.62) mg/g cr로 가장 높

았고, 작업원 5.80(4.07-8.26) mg/g cr, 방제기술자

4.28(2.89-6.34) mg/g cr 순으로 나타났다. 훈증 작

업에 대한 근속 연수가 높을수록 농도가 증가하는

뚜렷한 경향성이 나타났다(≤4년: 2.84(1.13-7.11) mg/

g cr, >4-15년: 5.36(4.37-6.57) mg/g cr, >15-37년:

6.69(5.27-8.49) mg/g cr, p=0.034). 다중비교 결과 4

년 이하인 경우에 비해 16년 이상에서의 농도가 통

Table 2. Urinary bromide ion concentration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mg/g cr)

Fumigator Inspector-field Inspector-general
p-value

n GM(95% CI) c r n GM(95% CI) c r n GM(95% CI) c r

Total
Crude 107 4.92(3.81-6.35) 20 3.48(2.45-4.93) 20 3.64(2.79-4.73) 0.343

Age-adjusted 5.08(3.98-6.48) 3.87(2.23-6.71) 4.10(2.36-7.14) 0.566

Sex

Male 106 4.89(3.77-6.33) 10 2.89(1.79-4.66) 16 3.65(2.87-4.65) 0.330

Female 1 9.26(-) 10 4.19(2.35-7.47) 4 3.58(0.74-17.37) 0.623

p-value - 0.276 0.973 

Age

(year)

≤29 12 3.47(2.04-5.90) 7 3.91(1.94-7.88) 4 3.45(0.66-17.96) 0.951

30-39 30 3.01(1.34-6.77) 4 3.54(0.55-22.96) 6 3.57(2.15-5.94) 0.973

40-49 32 6.26(4.93-7.96) a 7 3.00(1.63-5.51) b 9 3.67(2.61-5.17) a 0.008

≥50 33 6.90(5.35-8.89) 2 3.72(-) 1 4.55(-) 0.432

p-value 0.051 0.938 0.981

c: column grouping by post-hoc

r: row grouping by post-hoc
abc: Bonferroni post-hoc, estimates with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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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Urinary bromide ion concentration according to working characteristics on the 1st and 2nd survey date

(mg/g cr)

Fumigator Inspector-field
p-value

n GM(95% CI) c n GM(95% CI) c

Fumigation task role 

(multiple responses)

Head of work 17 6.29(4.11-9.62)

Worker 23 5.80(4.07-8.26)

Control engineer 65 4.28(2.89-6.34)

Short-term worker 1 7.64(-)

p-value 0.640 

Fumigation work tour 

(year)

(Including previous 

locations)

T1 (≤4) 27 2.84(1.13-7.11) b 10 3.79(2.17-6.62) 0.574

T2 (>4-15) 44 5.36(4.37-6.57) ab 2 2.58(-) 0.156

T3 (>15-37) 36 6.69(5.27-8.49) a 8 3.36(2.04-5.55) 0.014

p-value 0.034 0.808

Average number of 

working days per month

T1 (≤12.5) 31 2.59(1.19-5.65) b 12 5.07(3.35-7.66) a 0.122

T2 (>12.5-19.25) 44 5.46(4.62-6.44) a 4 1.88(0.82-4.35) a <.001

T3 (>19.25-27.25) 32 7.93(5.93-10.59) a 3 2.16(0.44-10.52) a 0.011

p-value 0.002 0.022

Non-working days 

before resume date

T1 (1) 30 6.95(5.05-9.58) 5 3.08(1.85-5.12) 0.046

T2 (2-4) 32 5.62(4.39-7.19) 4 1.62(0.64-4.12) 0.001

T3 (5-15) 30 3.48(1.55-7.81) 6 3.71(1.52-9.10) 0.902

p-value 0.146 0.189

Working hours

T1 (≤3) 25 3.19(1.19-8.58) 9 3.37(1.79-6.34) 0.925

T2 (>3-7) 52 5.06(4.10-6.26) 5 2.63(1.04-6.66) 0.072

T3 (>7-10) 28 6.66(5.08-8.73) 6 4.60(2.34-9.05) 0.242

p-value 0.133 0.486

Fumigation task type 

(multiple responses)

Warehouse 11 4.05(2.50-6.58) 1 2.46(-) -

silo 1 1.68(-)

Ship 2 1.52(-)

container 56 3.72(2.39-5.78) 14 3.36(2.11-5.36) 0.747

Tent 52 6.89(5.57-8.53) 7 3.05(1.45-6.42) 0.011

Others 1 11.10(-)

p-value 0.094 0.912

Fumigation task 

classification

(multiple responses)

Pre-dosing 56 4.85(4.03-5.84)

Dosing 68 4.57(3.12-6.70) 4 2.73(1.23-6.09) 0.521

Opening 50 5.70(4.51-7.20)

Others 6 8.20(5.20-12.92) 17 3.68(2.47-5.47) 0.026

p-value 0.523 0.477

Fumigation object 

(multiple responses)

Fruits and Vegetables 39 5.07(4.02-6.39) 7 1.93(1.13-3.29) a 0.002

Breeding plants 2 4.75(-) 2 3.92(-) a 0.523

Grains 2 4.01(-) 1 5.77(-) a -

Wood and bamboo 57 4.91(3.12-7.73) 12 4.12(2.71-6.26) a 0.557

Sundries 1 4.01(-) 1 11.52(-) a -

Others 6 3.66(1.65-8.14)

p-value 0.996 0.048

MB usage

(kg)

T1 (≤13.2) 40 5.32(4.15-6.83)

T2 (>13.2-47.7) 35 3.29(1.66-6.54) 4 4.87(1.47-16.11) 0.702

T3 (>47.7) 30 6.89(5.09-9.31) 9 4.06(2.45-6.74) 0.082

p-value 0.075 0.667

c: column grouping by post-hoc
abc: Bonferroni post-hoc, estimates with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T1, T2, T3: tertile of fumigation worker observations by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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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월 평균 작업 일수에서

도 동일하게 작업일이 많을수록 농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12.5일: 2.59(1.19-5.65) mg/g

cr, >12.5-19.25일: 5.46(4.62-6.44) mg/g cr, >19.25-

27.25일: 7.93(5.93-10.59) mg/g cr, p=0.002). 1차 조

사 이전 비작업 일수가 짧을수록 상대적으로 농도가

높아지는 경향성이 확인되었고(1일: 6.95(5.05-9.58)

mg/g cr, 2-4일: 5.62(4.39-7.19) mg/g cr, 5-15일:

3.48(1.55-7.81) mg/g cr, p=0.146), 1차 조사일의 근

무 시간이 길수록 농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3시간: 3.19(1.19-8.58)

mg/g cr, >3-7시간: 5.06(4.10-6.26) mg/g cr, >7-10

시간: 6.66(5.08-8.73) mg/g cr, p=0.133). 당일 컨테

이너 방역 작업이 전체의 45.5%로 가장 많았고 농

도는 3.72(2.39-5.78) mg/g cr로 관측되었다. 천막 방

역 작업의 비율은 42.3%이었고 농도는 6.89(5.57-

8.53) mg/g cr로 컨테이너 작업과 비교해 상대적으

로 높은 수준이었다. 방역 대상물은 목재 및 죽재류

(53.3%)와 과실 및 채소류(36.4%)가 주를 이루었고

각각 4.91(3.12-7.73), 5.07(4.02-6.39) mg/g cr로 방

역 대상물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p=0.996). 작업 중 MB 사용량에 대해 >47.7kg

에서 농도가 6.89(5.09-9.31) mg/g cr로 가장 높았으

나 ≤13.2 kg에서 5.32(4.15-6.83) mg/g cr, >13.2-47.7

에서 3.29(1.66-6.54) mg/g cr로 나타나 선형적인 경

향성은 나타나지 않았고 경계수준의 유의성이 있었

다(p=0.075).

현장 검역관의 방역 작업 특성 수준에 따라 통계

적인 유의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사전 추론된 특

성별 세부 가설과는 역의 결과가 다수 나타났다.

직접 노출군인 작업자의 근속 연수가 길수록, 월

평균 작업일이 많을수록, 일 작업 시간이 길수록 요

중 브로마이드 이온 농도가 증가하는 뚜렷한 경향성

이 나타났다. 반면 간접 노출군인 현장 검역관의 농

도는 방역 작업 형태와 무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4. 조사 시점 간 요 중 브로마이드 이온 농도 변

화량의 분포

조사 시점 간 요 중 브로마이드 이온 농도의 변화

량은 Table 4에 제시하였고, i가 4회의 조사 차수를

의미할 때 i −(i −1); i =2, 3, 4 즉, 각 회차에서 직

전 회차와의 농도 차이를 이용하였다.

1일 작업에 의한 농도 변화량에 대한 지표로 2차

조사인 비작업 후 작업 재개일에서의 작업 후 농도

와 1차 조사인 작업 전의 농도 차이를 산출하였고,

산술평균±표준편차에 의한 작업자의 중심위치를 추

정한 결과 –0.56±4.52 mg/g cr로 작업 전의 평균 농

도가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중심위치

추정치 μ0=0에 대한 검정 결과 p=0.209로 변화량이

0이 아니라고 판단할 통계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한편, 3차 조사인 연속 작업 종료일의 농

도와 2차 조사의 차이는 1.55±6.08 mg/g cr 수준으

로 연속 작업 종료일의 평균 농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농도 변화량의

Table 4. Distribution of changes in urinary bromide ion concentrations (mg/g cr)

Group
Difference Between 

Survey Points
N Mean±std p-value Median (range) P25 P75 P90 P95 P99

Fumigator

2nd-1st 104 -0.56±4.52 0.209
-0.14

(-25.02 to 10.39)
-2.22 1.40 3.78 6.48 10.11

3rd-2nd 68 1.55±6.08 0.040
0.69

(-15.88 to 30.59)
-0.31 3.20 8.22 11.87 30.59

4th-3rd 3 -4.16±11.72 0.601
0.97

(-17.57 to 4.10)
-17.57 4.10 4.10 4.10 4.10

Inspector-

field
2nd-1st 20 -0.16±1.85 0.705

-0.17

(-5.44 to 2.66)
-0.69 0.90 2.06 2.41 2.66

1st and 2nd survey: date of resume after non-work

3rd survey: continuous work end date

4th survey: non-working end date

p-value: for H0:µ0=0



682 서정욱 · 김병권 · 김유미 · 이세영 · 김나영 · 임현주 · 구동철 · 홍영습

J Environ Health Sci 2019; 45(6): 675-687 http://www.kseh.org/

평균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40). 비작업 종

료일의 4차 조사 참여자는 3명에 불과하여 추정치

의 정도(precision)에 한계가 있다. 3차 조사와의 차

이는 –4.16±11.72 mg/g cr 수준으로 비작업으로 기

간에 따른 농도가 상당 수준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없다(p=0.601).

현장 검역관의 2차 조사와 1차 조사와의 차이는

–0.16±1.85 mg/g cr 수준이었고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훈증 작업 정도에 따른 요 중 브로마이드 이온 농

도 변화량을 살펴본 결과, 1회 훈증 작업 전·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감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평균

2.73일 연속 작업 후의 농도는 유의하게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났다.

5. 집단 내 조사 시점 비교 및 조사 시점별 집단 비교

집단 내 조사 시점 간 농도 변화량과 시점별 작업

자와 검역관의 농도를 비교하기 위해 Table 5에 선

형혼합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검역관의 경우 3차

조사인 연속 작업 종료일과 4차 조사인 비작업 종

료일에 대한 관측치는 없으므로 교호작용 효과는 모

형에 내 포함하지 않았다. 작업자의 연령을 보정한

1차 조사의 최소제곱평균(기하평균)은 6.12(5.13-7.30)

mg/g cr로 현장 검역관 3.55(2.36-5.34) mg/g cr 및

일반 검역관 3.86(2.56-5.80) mg/g cr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5). 작업자 내 시점별

농도는 3차 조사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248).

IV. 고 찰

본 연구에서는 전국의 MB 훈증 방역 작업자를 대

상으로 작업 특성 요인에 따른 요 중 브로마이드 이

온 농도를 제시함으로써 그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체내 브로마이드 이온의 주 배출원은 요이지만,

MB 노출의 생체지표로 요 중 브로마이드를 이용한

연구는 혈액, 혈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수준

이다. 일부 연구에서는 대기 중 MB의 농도와 요 중

브로마이드 농도와의 상관성을 보고하고 있다.16,17)

한편, Lee 등(2001)은 혈청과 요 중 브로마이드 이

온 농도를 동시에 분석하였고 두 개 관측값의 상관

계수(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가 0.890로 높

은 수준의 선형적 관련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18)

MB노출의 바이오마커로 혈액 또는 혈청 중 브로마

이드 이온 농도가 직접적인 지표로 활용될 수 있으

나18-24) 요 시료 역시 다양한 연구에서 지표로써 활

용되고 있다.17,18,20,23,25)

요 중 브로마이드 이온 농도는 흔히 gas chromato-

graphy와23,25) ion chromatography,18,25) ICP-MS26,27) 등

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US EPA (1997),

Wang 등(2008)의 방법을 적용, 참고하여 HPLC/ICP-

MS로 분석하였다.27,28)

본 연구에서 누적 노출의 지표로 1차 조사인 비작

업 후 작업 재개일의 작업 전 요 중 브로마이드 이

Table 5. Comparison of urinary bromide ion concentration levels between survey points (mg/g cr)

Group

Least Squares Means; GM(95% CI)

p-value1st: before work on 

resume date

2nd: after work on 

resume date

3rd: continuous work 

end date

4th: non-working

end date

Fumigator 6.12(5.13-7.30) a 6.95(5.81-8.30) a 6.98(5.71-8.53) 9.24(4.41-19.36) 0.248

Inspector-

field
3.55(2.36-5.34) b 3.41(2.27-5.14) b 0.830

Inspector-

general
3.86(2.56-5.80) b

p-value 0.015 0.002
abc: colomn grouping by Bonferroni post-hoc, estimates with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R1 (first order auto correlation) assumption in covariance matrix; adjusted by age; estimation confidence limit exists because

sample size is insufficient (especially, non-working end date n=3)

Adjusted p-value for difference between Fumigator 3rd and Inspector-field 1st of least squares means: 0.005

Adjusted p-value for difference between Fumigator 3rd and Inspector-field 2nd of least squares means: 0.003

Adjusted p-value for difference between Fumigator 3rd and Inspector-general 1st of least squares means: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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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농도는 작업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구

체적으로 연령 보정 기하평균을 살펴보면, 노출군인

작업자가 5.08 mg/g cr로 간접 노출군인 현장 검역

관의 3.87 mg/g cr, 비노출군인 일반 검역관 4.10 mg/

g cr에 비해 높았다. 하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연구에서 MB 훈증 방역 작

업자의 생체 시료 중 브로마이드 이온 농도 노출 수

준을 확인하였는데, Lee 등(2001)은 작업자로 구성

된 노출군 11명의 요 중 농도의 산술평균을 35.56

mg/L, 비노출군 21명을 4.74 mg/L로 제시하였고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p<0.001).18) 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작업자의 농도 수

준이 비노출군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았던 결과는

일치하였다. 하지만 평균 35.6세 남성 작업자로 구

성된 Lee 등(2001)의 평균 농도 수준은, 43.8세로 남

성(1명 여성 포함)으로 구성된 본 연구와 비교해 매

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18) 최대값 역시 94.56 mg/

L로 2배 이상 높은 수준이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

(KOSHRI, The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Research Institute)에서는 2000년 22개 업체

144명 작업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였고 사업장

별 요 중 농도의 평균이 5.04-37.8 mg/L로 본 연구

와 비교해 다소 높은 수준으로 제시하였다.20) 국외

연구 중 Tanaka 등(1991)은 18-62세로 구성된 251

명 작업자의 요 중 농도 기하평균을 9.0 mg/L, 18-

65세로 구성된 379명 일반 근로자의 산술평균을 6.3

mg/L로 보고하였다.17) 이 때 일반 근로자의 95% 신

뢰구간 상한 10 mg/L를 초과하는 작업자의 비율은

46.6%이었다. 본 연구에서도 현장 검역관 및 일반

검역관의 연령을 보정한 95% 신뢰구간 상한은 5.99

mg/g cr이었고 작업자의 38.1%가 이를 초과하여 유

사한 결과를 보였다. Koga 등(1991)은 36명의 노출

작업자의 평균을 13.3 mg/L, 비노출군 6명의 평균을

7.1 mg/L로 제시하였다.25) MB의 직업적 노출에 대

한 다른 연구로 Yamano 등(2011)은 17년간 18-64

세로 구성된 MB 제조업체 작업자에 대한 요 중 브

로마이드 이온 농도를 분석하였다.23) 제조 공정 중

노출 가능성과 양상에 따라 합성(synthesis), 충전

(filling), 기타 3개 집단으로 구분하였을 때, 각 요

중 농도의 중앙값은 13.0, 11.9, 7.2 mg/g cr로 노출

가능성이 적은 기타 집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

은 농도 수준을 보였다.

본 연구를 포함한 일련의 연구들은 수행 시점과

요 중 브로마이드 이온 농도 분석에 사용된 기기 및

방법이 상이하나, 노출군인 MB 훈증 방역 작업자가

비노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농도 수준을 가지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작업자의 노출 특성에 따른 요 중 브로마이드 농

도 수준을 살펴보면, 근속 연수가 길수록, 월 평균

작업일이 많을수록, 일 작업 시간이 길수록 농도가

증가하는 뚜렷한 경향성이 나타났다. 해당 요인은

MB 노출 빈도에 영향을 주는 작업 특성으로 분류

될 수 있다. 특히 농도 수준을 종속변수로 하고 본

연구에서 조사된 작업 특성을 독립변수 한 일반화선

형모형(generalized linear model) 결과 월 평균 작업

일의 결정계수(coefficient of determination)가 상대

적으로 가장 높았다. 즉, 작업자의 월 평균 작업일

이 MB 노출에 따른 요 중 브로마이드 이온 농도의

가장 주요한 영향 요인으로 파악된다.

상온 기체 상태인 MB는 훈증 방역 공정 과정에

서 대기 중으로 노출될 수 있으며, 작업자가 흡입하

게 됨으로써 수용체 노출이 발생한다. 작업 환경 중

의 MB 노출은 훈증 방역 대상, 작업 장소 및 방법

에 따라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의

작업 특성을 살펴보면, 작업 장소는 컨테이너(45.5%)

와 야적장의 천막(42.3%)이 주를 이루었고, 작업 대

상물은 과실 및 채소류(36.4%)와 목재 및 죽재류

(53.3%)가 다수였다. 부피가 큰 목재 및 죽재류의 경

우 대부분이 야적장 또는 목재소에서 천막 훈증

(63.2%)이 실시되고 있었다. 과실 및 채소류는 상대

적으로 컨테이너 훈증의 비율이 더 높았다(60.6%).

다만 본 연구의 작업 특성은 조사일 수행 작업에 대

한 것이며, 작업자는 동일 작업만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므로 인자 수준(factor level)의 명확한 분할

(partition)을 담보하는 지표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

다. 하지만 조사 결과, 작업 대상물과 훈증 방법은

업체별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가 대다수로 작업자의

주(main) 작업 특성에 대한 지표로서 의미부여는 가

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훈증 공정은 경고표지, 부착,

투약, 훈증, 확인 및 정리의 단계로 구분될 수 있는

데,29) Lee 등(2008)은 훈증 장소(천막, 컨테이너), 작

업 방법(개인, 지역, 단시간), 업무 형태(투약, 개방)

에 따라 대기 중 MB 농도를 측정하여 제시하였다.30)

여기서 작업자 개인 측정의 결과로서 (목재)천막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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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의 8시간 시간가중 평균농도(TWA, time weighted

average)의 산술평균을 1.98 ppm, 기하평균을 0.23

ppm, 컨테이너는 각 0.32, 0.09 ppm 로 보고하였다.

천막 훈증의 산술평균이 컨테이너와 비교해 약 6배

높은 결과는, 본 연구 중 천막 훈증 작업자의 요 중

브로마이드 이온 농도가 6.89 mg/g cr, 컨테이너 훈

증이 3.72 mg/g cr로 나타난 것과 상관성을 가질 수

있다(p-value of Student’s t-test: 0.013). 또한 업무

형태에 따라 Lee 등(2008)은 천막 공정의 투약에서

의 대기 중 MB의 산술평균이 0.12 ppm, 개방 2.55

ppm 이었고, 컨테이너 공정의 투약 0.09 ppm, 개방

0.92 ppm으로 제시하였다.30) 훈증 공정에서 투약에

비해 개방 작업의 MB 농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그 중 천막 훈증 개방 시의 농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도 투약 작업에

주로 참여한 작업자의 요 중 브로마이드 이온 농도

인 4.57 mg/g cr과 비교해 개방을 포함해 투약 후

정리 작업을 수행한 작업자의 농도가 5.70 mg/g cr

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 중 천막 훈증 투약 후 정

리 작업자의 농도가 7.41 mg/g cr로 그 외 조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고(천막 훈증

투약: 6.17 mg/g cr; 컨테이너 훈증 투약 후 정리:

3.89 mg/g cr; 컨테이너 훈증 투약: 2.95 mg/g cr) 대

기 중 MB 노출 농도와 일치된 경향성을 보였다.

Tanaka 등(1991)은 훈증 방역 공정에서 대기 중 MB

노출 수준에 대해 개방 작업이 투약에 비해 상대적

으로 높음을 보였고, 특히 작업 장소에 따라 평균이

약 2배에서 20배까지 차이가 있었다.17) 또한 Tanaka

등(1991)은 작업자의 요 중 브로마이드 이온 농도의

기하평균으로 야적장 9.0 mg/L, 본선 9.7 mg/L, 창고

9.0 mg/L, 사일로 7.8 mg/L로 제시하였다.17) 본 연구

에서 훈증 창고가 4.05 mg/g cr이었고, 그 외 수준

에서 표본 수에 제한이 있어 추정치 신뢰성에 한계

가 있다.

본 연구와 선행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주

노출원(exposure source)인 대기 중 MB 농도와 요

중 브로마이드 이온 농도의 상관성에 대한 추론으로

써 훈증 방역 작업 공정에서 대기 중 MB 노출 농

도가 높은 작업 단계에 참여하는 작업자일수록 체내

브로마이드 이온 농도가 높은 경향이 확인되었다. 추

가적으로 월 평균 작업 일수와 근속 연수에 따라 만

성 노출에 의한 농도 수준이 증가할 것으로 추측된

다. 작업자 중 천막 훈증을, 공정 중 개방 작업에 참

여하며, 월 평균 작업 일수가 많고, 상당 기간의 근

속 연수를 가지는 경우 만성 노출에 따른 건강영향

예방·관리가 필요한 관심 대상자로 볼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의 직업병 발생·진단 따르

면, 2000년 단기 근로자 남성의 2개월 간 훈증 방

역 작업 후 뇌병증 진단을 첫 중독 사례로 보고하

고 있으며31) 이후 2016년 7년 장기 근로자 남성의

시신경병증 진단 사례에 이르기까지32) MB 훈증 방

역 작업 노출에 따른 건강영향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증례별로 일시적 사건 또는 1년 이

하 노출기간에 의한 급성 건강영향부터,33,34) 12년 이

상의 만성 노출에 따른 건강영향까지35,36) 다양한 양

상을 보이고 있다. 일부 증례는 요 중 브로마이드

이온 농도가 평가되었는데, 급성 노출의 경우 36.3,

37.1 mg/L의 고농도 수준을 보였고 10 mg/L를 초과

하는 경우도 다수 존재한다.37) KOSHRI의 144명 작

업자에 대한 역학조사에서 고농도자로 분류할 수 있

는 혈 중 농도 30 mg/L 초과자에서 신경학적 증상

호소는 없었으나 만성 노출에 따른 신경장해를 우려

하였다.20) 일련의 증례 및 연구는 작업자들의 비공식

적인 MB 노출에 따른 건강영향 또는 중독 사례가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며, 향후 정밀한 역

학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작업자의 일 단위 연속 작업에 의한 요 중 브로마

이드 이온 농도 증가량과 비작업에 의한 감소량을

평가한 결과로, 본 연구에서 1회 작업 전·후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

지만 평균 2.73일의 연속 작업 후 67.6% (46/68명

×100)의 조사 대상자의 농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도 증가한 대상자는 작

업 환경 중 MB 노출 농도가 높은 것으로 추정되는

천막 훈증 공정에서 개방 작업이 많았다. 일부 조사

대상자에서 농도가 다소 감소하였는데, 컨테이너 훈

증 공정 중 투약 작업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

다. 비작업 일수에 따른 변화량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농도의 절대적인 수준은 가장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것은 측정 표본의 수가 매우 적고

고농도 대상자만이 측정된 결과에 기인한다. 실제 4

차 비작업 종료일까지 조사된 3명의 3차 연속 작업

종료일의 산술평균±표준편차는 농도는 15.94±1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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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g cr로 비작업 종료일 11.78±6.13 mg/g cr에 비

해 평균이 매우 높으며 편차 또한 매우 크게 나타

났다. 4차 조사에서의 감소량 결과에 대한 추론은

보다 큰 표본 크기에서 안정적인 검정력을 확보하여

실시되는 것이 타당하며 본 연구에서는 제한을 두어

야 할 부분이다. 4차 조사까지 진행된 3개 관측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7.57, 0.97, 4.10로 농도가

매우 크게 감소한 1개 관측치, 농도 변화량이 매우

미미한 1개 관측치, 4.10의 상당 수준 증가한 것으

로 보이는 1개 관측치로 구분될 수 있는데, 감소, 유

지, 증가의 사례가 각각 발견되어 해석에 어려움이

있다. 농도 감소한 경우의 비작업 일수는 3일, 유지

는 2일, 증가는 4일로, 증가한 경우의 비작업 일수

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Lee 등(2001)은 본

연구와 동일하게 작업 전·후에 따른 요 중 브로마

이드 이온 농도에 차이가 없음을 보고하였다.18) 또한

1명 작업자에 대해 작업 중단 후 20일 경과 후 일

주일 간격으로 요 중 농도를 측정하였을 때, 1차

37.1 mg/L, 2차 2.7 mg/L, 3차 4.7 mg/L로 제시하였

고 이에 따라 반감기를 최종 5.9일로 평가하였다. 동

일 대상자에서 혈청 중 농도의 반감기는 10.7일로

산출하였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건강한 일반인의 혈

중 농도 반감기를 약 12일, MB 노출 대상자의 반

감기는 3~15일로 보고하였다.38) 보고된 반감기를 기

준으로 본 연구 비작업일의 관찰기간이 감소량을 확

인하는데 충분하지 못하였던 것 역시 한계점으로 지

적될 수 있다.

이상의 결과에서 MB 훈증 방역 작업자에 대한 대

규모 조사를 실시하고 농도 수준에 대해 비노출군과

의 비교를 실시하는 한편, 다양한 작업 특성에 따른

농도 수준을 제시하고 주요 인자들을 파악한 것은

의미 있는 성과물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연속 비

작업일에 따른 감소량을 추정하는데 추적 관찰 대상

자 수, 관찰 기간이 부족하여 신뢰성 있는 추정치를

제시하지 못한 것은 본 연구의 한계점이다. 간접 노

출군 및 비노출군의 각 표본 크기가 충분하지 못하

였고, 비교를 위한 검정력 확보에도 제한이 있었다.

또한 작업 환경 중 MB 노출 수준이 제시되지 못한

점, 그에 따른 작업자의 생체 노출 수준과의 상관성

을 파악이 미흡한 점 역시 보완이 필요한 사항으로

지적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작업자의

MB 만성 노출에 의한 건강영향, 그리고 작업 특성

에 따른 노출 수준별 건강영향을 확인하지 못한 것

은 향후 연구에서 추가되어야 할 부분이다. 또 장기

적으로는 MB 노출의 약동학적(pharmacokinetic) 연

구가 필요하다.

연구의 한계점이 존재하지만, 종합적으로 노출군

인 MB 훈증 방역 작업자가 비노출군에 비해 상대

적으로 높은 농도 수준인 것을 제시하였고, 작업자

의 노출 특성으로 근속 연수가 길수록, 월 평균 작

업일이 많을수록, 일 작업 시간이 길수록 농도가 증

가하는 경향성 및 작업 공정에서 대기 중 MB 노출

농도가 높은 작업 단계에 참여하는 작업자일수록 체

내 브로마이드 이온 농도가 증가하는 경향성을 확인

하였다. 본 연구의 작업자 MB 노출 실태와 특성에

대한 결과가 향후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작업 환경 노출 평가 및 수용체 만성 노

출에 따른 건강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수행함

으로써 작업자의 건강권 보호, 중독사고 예방 및 훈

증 안전·관리 대책을 위한 과학적 근거 자료의 기

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V. 결 론

본 연구는 유독성 메틸브로마이드 생물학적 노출

평가 기법을 확립하고 노출 작업자에 대한 전국 규

모의 연구조사에 적용하여, 노출 방역 작업자가 비

노출군과 비교하여 요 중 브로마이드 이온 농도가

작업요인에 따라 증가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

구 결과가 향후 훈증 방역 작업자의 건강권 보호,

중독사고 예방 및 훈증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위

한 추가 연구의 기반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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